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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HART

Kindergarten

Phonics

4~5세

6~7세

G1~G2

■

■

■

Spotlight on Phonics 1~3

■

■

Spotlight on One Phonics

■
■

Spotlight on First Phonics 1~5

■

Literacy

Spotlight on Literacy Level 1 1~12 set

■

Spotlight on Literacy Level 2 1~12 set

■

Course Book

Big English 1~6

Spotlight on Literacy Level 3 1~12 set

G3~G4

Secondary
G5~G6

Kindergarten
4~5세

G7~G9 G10~G12

Secondary

G3~G4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1~3

■

■

■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1~3

■

■

■

■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1~3

■

■

■

■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1~3

■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1~3

■

■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1~3

■

■

■
■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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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2

■
■

■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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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Bus

Bricks Easy Listening 10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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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5~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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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00 1~3

■

■

Bricks Listening 250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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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lish Bus 3~4

■

Bricks Listening 300 1~3

■

■

English Bus 5~6

■

Bricks Listening 350 1~3

■

■

English Bus Starter 1~2

■

English Bus 1~2

■
■

■

■

■

Bricks Intensive Listening 1~3

Bricks Reading 30 1~3

■

■

Bricks ELT Grammar Starter 1~3

Bricks Reading 40 1~3

■

■

Grammar

Reading

Spotlight on First Reading 1~3

■
■

Bricks ELT Grammar 1~3

■

■

■

Bricks Reading 60 1~3

■

■

Bricks Smart Grammar 1~2

■

■

Bricks Reading 80 1~3

■

■

Bricks Grammar 1~4

■

■

Bricks Reading 100 1~3

■

■

Point Grammar 1~3

Bricks Reading 150 1~3

■

Bricks Vocabulary 300

Bricks Reading 200 1~3

■

■

Bricks Reading 250 1~3

■

■

Bricks Reading 300 1~3

■

■

■

Bricks Vocabulary 3900, 4800

■

■

Bricks Subject Reading 1~4

■

■

Bricks School Starter Series 1~3(총 12권)

■

■

Bricks Intensive Reading 1~4

■

■

■

Bricks Reading 1~3

■

■

Bricks Reading Plus 1~3

■

■

Bricks Story Reading 70 1~3

■

■

■

■

중학 영어

■

Vocabulary

■

Bricks First Grammar 1~2

Bricks Vocabulary 900, 1500
Bricks Vocabulary 2300, 3100

■

■

■
■

■

■

Bricks Reading 50 1~3

Bricks Reading Beginner 1~2

■

■
■

■
■

■

Bricks School Series 1~3(총 12권)

■

Bricks 중학 Grammar 1~3

■

■

Bricks 중학영문법 1~3

■

■

Bricks 중학내신독해 1~6

■

Bricks 중학놀부독해 1~3

■

Bricks Story Reading 150 1~3

■

■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1~3

Bricks Story Reading 230 1~3

■

■

Bricks 수능 Starter 영어 독해 모의고사 1~2

■

■

Bricks 수능 Starter 영어 듣기 모의고사

■

■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1~3

4

Elementar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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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및 활용법 ]

시리즈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는 자기주도 온라인 어휘학습관

www.hibricks.com

hibricks mobile
C lic

k!

회원 가입
학생 회원으로 가입 시
학원 코드 입력하면 해
당 학원으로 자동 등록

초·중등 어휘력이
평생 영어실력을 좌우합니다!

학생 회원 <회원가입> 클릭  이용약관 동의  정보 입력
학원 회원 <학원회원가입> 클릭  이용약관 동의  정보 입력

수업에서 배운 어휘를 바로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어휘학습관 Hibricks로 수업 효과도 높이고

s
nic

Liste
nin

C lic

k!

Skill이나 Level별로

g

Readin
g

Wr i t i n

Vocabulary

Sp
*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 선택

g

Ph
o

어휘 실력도 쌓으세요.

실력에 맞는 교재
선택 가능

학습할 교재 선택  유닛 선택  학습 진행

eaking

자기주도형 어휘 학습



Bricks 교재의 모든 어휘를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어휘를 다양한 예문으로 다시 익히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성적표 확인

C li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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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용법과 궁금한
점은 www.hibricks.com의
FAQ에서 확인하세요.

[ H i b r i c k s 7 단계 학습법 ]
STEP 01 Word

철저한 학습관리와 평가

어휘학습

STEP 02 Listen & Speak
듣고 따라 읽기

STEP 03 Spell
철자 쓰기

STEP 04 Sentence
문장 속 어휘 익히기

학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학원 전용 사이트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와 맞춤형 학습 진도 설정, 개인별·클래스별 학습 상황 및 결과 체크, 성취도 평가 및 성적표 제공이 가능합니다.


STEP 05 Test
어휘테스트

STEP 06 오답노트
오답노트

STEP 07 My Dictionary
나만의 사전

어휘
완전 정복!
학습 현황 및 성적표 예시

6

학원 전용 사이트

7

활동과 놀이 중심의 코스북, English Bus 온라인 학습관

www.englishbusonline.com

[ 가입 및 활용법 ]

회원 가입
교사용 Access Code는
Teacher’s Guide에 들어
있습니다. 한 권만 등록하면
모든 레벨의 Class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k!
C lic

선생님 회원 Teacher Register 클릭  교사용 Access Code 입력  정보 입력
학생 회원 Student Register 클릭  학생용 Access Code 입력  정보 입력

레슨별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교·가정 연계학습이 가능

학습 진행

C lic

k!

다양한 추가 활동들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며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Activities

선택  해당 Unit 선택  4 Steps의 학습 진행

학원의 온라인 학습관리, 평가 시스템
쉬운 LMS로 학생관리, 진도관리, 성적관리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Reports
Manage Classes

Class Detail

성적표 확인

학습할 교재 클릭 

Reports

선택

수업 현장에 유용한 다양한 교수자료 다운로드
Manage Teachers

선생님 회원들은 모든 레벨의 교수자료를 다운받아 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C lic

Unit 4 Lesson 2: Cootie Catcher

Unit 1 Lesson 2: Rolling Dice
See instructions on p.57

Lesson Plan
 MP3 Files
 Songs & Chants
 Word List & Test
 Picture Cards
 Game Boards



E-Book
 Certificate
 PPT
 Assessment Tests
 Teacher’s Resources
 Answer Key

1.



3.

4.

5.

1

See instructions on p.21

기관회원

6.

2

등록

교사용 페이지에서
Administrator of Institution 클릭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 → 등록 완료
English Bus Starter 1

PPT 예시

8

2.

k!

기관에 등록된 교사들과 개설된
Class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Class의 정보를 알 수 있고,
Class Details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도 가능합니다.

© Bricks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English Bus 1

© Bricks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Teacher’s Resources 예시

9

책 으로 배우고 앱으로 복습하자!

Bricks
Free Apps

Starter 1-2, 1-6

English Bus의 모든 단어를 실사로 학습하는 플래시 카드
A
Bricks Education

Bricks Phonics

English Bus

pps

Spotlight on
One Phonics

Spotlight on
Phonics

Spotlight on
Literacy L1

Spotlight on
Literacy L2

Spotlight on
First Phonics

Spotlight on
Literacy L3

Bricks Apps include...

•	English Bus 각 레벨의 모든 어휘 포함
•	어휘 학습 및 복습, 다양한 게임에 활용 가능
•	실사를 사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

Alphabet Chant & Tracing

•	카드 앞면엔 사진, 뒷면은 해당 어휘 수록

Sound Chants

•	English Bus Teacher’s Guide에 제시된 레슨 플랜과
연계하여 수업 가능

Animated Stories & Songs
Sentence Builder Activities

Alphabet Tracing

Fun Activities

• 교실 수업에 알맞은 크기 (210×148.5 mm)
• 카드 목록을 포함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카드 색인 가능
• 하드 케이스 포장으로 카드 관리가 용이

Review Activities
Word Games

수록 카드 개수
Starter 1 Starter 2

Word Flashcards

105

Animated Stories

Word Games

86

1

2

3

4

5

6

143

109

115

95

108

107

Pre A1

유치-초등 초급(K1-G1)

Best
Seller

알
 파벳에서 단어와 문장 읽기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
MP3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The Good Elephant

The elephant is kind.
She wants to help her friends.
Target Sounds: Ee ~ Hh
STORY 3

My Iguana

Let’s find out why the iguana
is sick in bed!
Target Sounds: Ii ~ Nn

STORY 4

Who is My Queen?

The king is looking for the perfect bride.
Who will be his bride?
Target Sounds: Oo ~ Tt

STORY 5

F
 un Activity, Song과 Chant로 배우는 신나는 파닉스 학습
파
 닉스와 연계학습이 가능한 스토리북과 함께 구성

Let’s Play!

Everybody is scared of the alligator.
Who will play with him?
Target Sounds: Aa ~ Dd

STORY 2

파닉스 기초부터 스토리 읽기까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초등용 파닉스 프로그램

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STORY 1

Phonics

Spotlight on First Phonics 1-5

The Big Umbrella

학습 내용

학습 기간

Unit 구성

Spotlight on First Phonics 1

알파벳 문자 & 소리

2~3개월

10 Units

Spotlight on First Phonics 3

장모음

2~3개월

8 Units

Spotlight on First Phonics 2

The vet gives the animals his umbrella.
How can the vet keep dry?
Target Sounds: Uu ~ Zz

www.hibricks.com

파닉스1 Storybook- 큐알삽입.indd 1

2020-05-08 오전 10:38:52

세트
구성

교재명

Student Book + Storybook + E-Book
Workbook(별매)

Spotlight on First Phonics 4
Spotlight on First Phonics 5

단모음

블렌드 & 이중자음
장모음 & 이중모음

2~3개월
2~3개월
2~3개월

10 Units
10 Units
10 Units

COMPONENTS

STUDENT BOOK
WB

Sounds

Sound-Letter

Sounds in Words

Words in Context

Fun Activity

영어소리 익히기

소리-문자 학습

단어 속 음가 익히기

문장 속 단어 익히기

노래와 재미있는
액티비티

MP3 File

알파벳 학습 문자 이름과 소리 익히기
E-Book

소리-문자 학습 단어를 분해하여 소리 내어 읽기

Download

액티비티 흥겨운 챈트와 액티비티로 학습 동기 부여

WORKBOOK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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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Free App

음가 학습 문자를 보고 소리 내어 읽는 연습하기

12

13

STORYBOOK

ONLINE RESOURCES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레벨

스토리북

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STORY 1

MP3

Let’s Play!

Everybody is scared of the alligator.
Who will play with him?
Target Sounds: Aa ~ Dd

STORY 2

The Good Elephant

The elephant is kind.
She wants to help her friends.
Target Sounds: Ee ~ Hh

First Phonics 1
STORY 3

My Iguana

교재 내용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Ph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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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Story 5

Let’s Play!
The Good Elephant
My Iguana
Who is My Queen?
The Big Umbrella

Let’s find out why the iguana
is sick in bed!
Target Sounds: Ii ~ Nn

Who is My Queen?

STORY 4

The king is looking for the perfect bride.
Who will be his bride?
Target Sounds: Oo ~ Tt

STORY 5

The Big Umbrella

The vet gives the animals his umbrella.
How can the vet keep dry?
Target Sounds: Uu ~ Zz

www.hibricks.com

파닉스1 Storybook- 큐알삽입.indd 1

2020-05-08 오전 10:38:52

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STORY 1

MP3

The Magic Hat

Sam takes many things out of his magic hat.
He is truly amazing.
Target Sound: Short a

STORY 2

Pull the Keg!

The hen is stuck in the keg.
Can Ted pull the hen out by himself?
Target Sound: Short e

First Phonics 2
STORY 3

Does it Fit?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Story 5

The Magic Hat
Pull the Keg!
Does it Fit?
The Big Pot
Rub the Mug!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Save the Cake!
Hide and Seek
The Holes
Duke and the Mule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Story 5

Little Santa
The Brave Crab
The Ski-Sled
The Skunk and the Ants
Who Munched on My Fish?

Answer Key

Unit Test

Student Book과 Workbook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Unit에 대한 학습 평가를 할 수 있는 Unit Test를 제공합니다.

Worksheets

Placement Test

추가 학습을 위한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Placement Test를 제공합니다.

Story Mini-Book

Flashcard

나만의 스토리북을 만들어 흥미로운 읽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학습한 파닉스 음가와 사이트 워드를 플래시 카드로 제공합니다.

The pig’s dress is too small. Can the
pig wear this dress to the party?
Target Sound: Short i

STORY 4

The Big Pot

Someone is stuck inside a big pot.
Can the ox and fox help?
Target Sound: Short o

STORY 5

Rub the Mug!

There is a big mug in the hut.
Something special happens when the cubs rub it.
Target Sound: Shor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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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STORY 1

MP3

Save the Cake!

The ape’s birthday cake is in the lake.
What can the ape do to save it?
Target Sound: Long a

STORY 2

Hide and Seek

Everyone likes to hide.
Try to find them on each page!
Target Sound: Long i

First Phonics 3
STORY 3

The Holes

Everything is missing!
What is happening to them?
Target Sound: Long o

STORY 4

Duke and the Mule

June the queen never smiles.
Only Duke’s mule can help her smile.
Target Sound: Lon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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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MP3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STORY 1

Little Santa

The little Santa has gifts for his family.
They will have a great Christmas together!
Target Sounds: L Blends

STORY 2

The Brave Crab

A bride is stuck in a tree.
Will the crab be able to help her?
Target Sounds: R Blends

First Phonics 4
STORY 3

The Ski-Sled

Everyone can skate but the snake. How
will the mole and swan help the snake?
Target Sounds: S Blends

STORY 4

The Skunk and the Ants

The ants see the skunk coming their way.
Will the ants be OK?
Target Sounds: Final Blends

STORY 5

Who Munched on My Fish?

The chimp opens his lunch box but his fish
is missing. Who took the fish?
Target Sounds: Consonant Di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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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First Phonics

Storybook offers young learner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ir new phonics skills in fun and dynamic ways.

MP3

The children will use key vocabulary in contexts they can understand and enjoy.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essential sight words on every page.

STORY 1

The Donkey’s Peas

The monkeys steal the donkey’s peas.
What will the donkey do when he finds out?
Target Sounds : Long a & e

STORY 2

The Fight for a Coat

The crow and toad are fighting for a coat.
What can the goat do to make them friends?
Target Sounds: Long i & o

First Phonics 5
STORY 3

Witch on the Broom

The witch has a magic brush.
Her drawings will come to life!
Target Sounds: Long u & Digraphs

STORY 4

My Turke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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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를 읽고 난 후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Story Activity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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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honics 1
First Phonics 2
First Phonics 4

The little turkey likes to act like a horse. Let’s see
what her mother says to her little turkey.
Target Sounds: R-Controlled Vowels

파닉스5 Storybook- 큐알삽입.indd 1

The Donkey’s Peas
The Fight for a Coat
Witch on the Broom
The Cloud Party
My Turkey Girl

First Phonics 3

The Cloud Party

Did you know that cloud clowns live on clouds?
They are going to have a cloud party soon.
Target Sounds: Diphthongs & Y as a Vowel

STORY 5

Story 1
Story 2
Story 3
Story 4
Story 5

First Phonic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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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Lesson Pla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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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re A1- A1

유치-초등 초급(K3-G3)

Phonics

Spotlight on Phonics 1-3
스토리와 함께 빨리 배우는

초등용 파닉스 프로그램
Spotlight on Phonics 1

Spotlight on Phonics • Storybooks
Spotlight on Phonics • Storybooks

Spotlight on Phonics 1

A Bug in a Can

The Fox
1
Spotlight
onin Phonics
• Storybooks
1
Jam
the Jeep
A Bug in a Can

MP3

2
3
1
2
3
1
2
3
www.hibricks.com

www.hibricks.com

A Bug on My Nose
The Fox
Consonants b~p
1
Jam in the Jeep
Fun Quilt
Bug in a Can
A Bug on My ANose
The Wet Vet
The FoxConsonants q~z
Consonants b~p
Vowel a
The Box for Ox1
Jam in Short
the Jeep
Fun Quilt
Sam’s Cat
Consonants q~z
The Wet Vet A Bug on My Nose
Short Vowel a
The Box for Ox
Ten Men
Sam’s Cat Fun Quilt
What’s in the Bin
Consonants q~z
The WetShort
Vet Vowels e~u
Ox in the Fog
Short Vowel a
The Box for Ox
Ten Men
A Hug for Cub
Cat
What’s in the Sam’s
Bin
Short Vowels e~u
Ox in the Fog
Where is the Ape
A Hug for CubTen Men
The Bee in the Jeep
What’s in
theVowels
Bin a~o
Long
Short Vowels e~u
A Site for a Hive
Ox in the Fog
Where is the Ape
Hide the Bone
Hug for Cub
The Bee in theA Jeep
Long Vowels a~o
A Site for a Hive
Duke and a Mule
Hide the BoneWhere is the Ape
Vowel
u
Smoke at the Lake
The BeeLong
in the
Jeep
Long Vowels a~o
Initial Blends
Clams in Class
A Site for
a Hive
Duke and a Mule
The Brave Frog
Long Vowel u
Smoke at the Hide
Lake the Bone
Initial Blends
Clams in Class
The Pink Mask at Camp Duke and a Mule
The Brave Frog
Blends
The Gift from the Elf
Long Vowel u
Smoke Final
at the
Lake
Consonant Digraphs
Three Sheep in the CaveClams in
Initial Blends
The Pink Mask at CampClass
The Lunch for Chick andThe
Duck
Brave Frog Final Blends
The Gift from the Elf
Consonant Digraphs
Three Sheep in the Cave
Mail Snail
Pink
Mask
The Lunch forThe
Chick
and
Duckat Camp
The Key for the Honey The Gift from the Elf
Final Blends
Long Vowel Sounds
Pie Fight
Consonant Digraphs
Three Sheep in the Cave
Mail Snail
Toad, Frog, and Goat
The
Lunch
for
Chick
and
Duck
The Key for the Honey
Long Vowel Sounds
Pie Fight
Sue in the New School Mail Snail
Toad, Frog, and GoatVowel Digraphs
The Cat Cook
The KeyDiphthongs
for the Honey
Long Vowel Sounds
The Mouse and the Boy Pie Fight
R-Controlled
Vowels
Sue in the New School
Water in My House
Vowel Digraphs
The Cat CookToad, Frog, and Goat
Diphthongs
The Mouse and the Boy
R-Controlled Vowels
Larry and Sue
Sue in the New School
Water in My House
Vowel Digraphs
as a Vowel
The Magic Cent
The CatY Cook
Diphthongs
Soft c & g, etc.
The Elf Knight
Larry and SueThe Mouse and the Boy
R-Controlled Vowels
The Beetles in the BottleWater in My House
Y as a Vowel
The Magic Cent
Soft c & g, etc.
The Elf Knight
and Sue
The Beetles inLarry
the Bottle
Y as a Vowel
The Magic Cent
Soft c & g, etc.
The Elf Knight
The Beetles in the Bottle

1
2
3
1
2
3
1
2
3

OnPhonics1_Story2_app.indd 1

MP3

초
 등 저학년을 위한 읽기와 쓰기가 강화된 파닉스 학습

2

균
 형적인 읽기를 위한 파닉스 지도법에 따른 스토리 연계 프로그램

MP3

2

각
 유닛 학습을 마친 후 바로 읽을 수 있는 스토리 제공

3
1
2
3
1
2
3

ISBN 978-89-5602-985-6

www.hibricks.com
OnPhonics1_Story3_QR_app.indd 1

1

3

Spotlight on Phonics 1

Consonants b~p

ISBN 978-89-5602-984-9

by Hamm Kabbabe, Lauren Pipe
Illustrated by Jennifer Zivoin
by Hamm Kabbabe, Lauren Pipe
Illustrated by Hector Borlasca
by Hamm Kabbabe
Illustrated by George Ulrich
2020. 7. 23. 오전 11:31

ISBN 978-89-5602-983-2

2020. 7. 23. 오전 11:18

OnPhonics1_Story1_app.indd 1

2020. 7. 23.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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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Student Book + Storybooks + E-Book
Workbook(별매), Story Workbook(별매)

교재명

학습 내용

학습 기간

Unit 구성

Spotlight on Phonics 1

알파벳, 자음, 단모음

2~3개월

12 Units

Spotlight on Phonics 3

이중모음 등

2~3개월

12 Units

Spotlight on Phonics 2

장모음, 블렌드

2~3개월

12 Units

COMPONENTS

STUDENT BOOK
WB

Phonemic
Awareness

Letter-Sound
Recognition

Word
Recognition

Words in
Context

Review &
Assessment

음소인식

문자와 소리의 연계학습

목표 음가 읽기

문장 속 단어 익히기

학습 성취도 테스트

MP3 File

Phonemic Awareness 파닉스에서 꼭 필요한
음소인식 단계를 통한 소리 인지 능력 키우기
E-Book

Word Recognition 목표 음가가 들어 있는 단어 읽기 연습

Download

Words in Context 문장 읽기를 통해 단어 의미 익히기

WORKBOOK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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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Free App

Letter-Sound Recognition 신나는 챈트를
통한 문자와 소리의 연계성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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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당 스토리북 3권씩, 1권에 4편의 스토리가 수록되어 Unit을 끝낸 후 혼자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ISBN 978-89-6435-025-6

2020. 7. 23. 오전 11:45

OnPhonics3_Story3_QR_app.indd 1

Level 2 Where is the Ape

2020. 7. 23. 오후 1:26

Worksheets

Placement Test

파닉스 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Placement Test를 제공합니다.

Flashcard
Student Book에서 소개된 모든 파닉스 어휘를 플래시 카드로 제공합니다.

Online Resources
레벨
Spotlight on Phonics 1
Spotlight on Phonics 2

Level 3 Mail Snail

18

Story Workbook

Spotlight on Phonics 3

Unit Test

Alphabet Worksheet

SB Worksheet

Storybook Worksheet

Flashcard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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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Pre A1- A1

유치-초등 초급(K3-G3)

Phonics

Spotlight on One Phonics
한 권으로 파닉스 완성과 스토리 읽기를 한 번에!

속성용 파닉스 프로그램
단
 기간에 한 권으로 파닉스를 완성할 수 있는 교재
체
 계적으로 구성된 실라버스와 단계별 학습법

디
 코딩 능력을 길러주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생
 생한 사진과 다채롭고 세련된 일러스트레이션

챈
 트, 노래, 스토리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E-Book
Lesson 구성
세트 구성

Intro

Student Book + E-Book, Workbook(별매)

Lessons 1~6

알파벳 문자, 소리

Lessons 7~12

단모음

장모음

Lessons 13~18
이중자음

Lessons 19~24
이중모음

COMPONENTS

STUDENT BOOK
WB

Learn

Practice

Apply

Review

단어 속 음가 익히기

문장 속 단어 익히기

스토리 읽기

노래와 게임을 통한 복습

MP3 File

Letter Sounds & Word Recognition
목표 음가와 단어를 학습합니다. 애니메이션 챈트와
리스닝 액티비티를 통해 학습 내용을 익힙니다.

E-Book

Story Reading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스토리를 읽고 디코딩 능력을

Download

강화합니다.

Song and Board Game 노래와 보드게임을 통해 누적된 학습
내용을 복습합니다.

WORKBOOK
e-Learning
LESSON 1

APP

Short Vowel: a

Date _____ / _____ / _____

A Say and match.

C Look, listen, and write.

1.

Track 01

Fat Cat

-an
1

2

2.

Free App

-ap
3.

-at
4.
The

-ad

man

has a fat cat.

The fat cat

B Say, circle, and write.
1.

-an

2.

-ap

-at

4.

짧은 스토리 문맥 속에서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사이트 워드도 습득합니다.

-ap

t

-an

m
5.

h
-am

-am

6.

-at

-at

j

-an

v

The fat cat is

.
.

The man is
The pan is on the

mad

.

naps

8 Lesson 1

다양한 문제와 리스닝 활동을 통해 복습합니다.

20

is on the fat cat.

4

-am

-ad

hat

Words in Context 학습한 단어를 문장과

3

3.

The man has a pan.
The

.

sad

mat

pan

man
Short Vowel: a

9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워드를 바르게 쓰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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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A1- A1

유치-초등 초급(K1-G3)

NEW

QR을 통해 바로 듣고 보면서 스스로 배우는

재미있고 탄탄한 파닉스 프로그램

Phonics

Bricks Phonics

1-5

Q
 R로 바로 보고, 들으며, 즐기는 애니메이션과 음원
신
 나는 비트에 맞춰 쉽게 따라 부르는 챈트

반
 복적인 디코딩 연습 문제를 통한 효과적인 읽기 학습
재
 미있게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Writing Fun 페이지
읽
 기 능력을 길러주는 스토리와 코믹 스트립
교재명

레벨

Bricks Phonics 1
Bricks Phonics 2
세트
구성

Student Book + E-Book
Workbook(별매) , Flashcards(별매)

Bricks Phonics 3
Bricks Phonics 4
Bricks Phonics 5

CEFR
Pre A1-A1

학습 내용

학습 기간

알파벳 문자 & 소리

2~3개월

장모음

2~3개월

단모음

블렌드 & 이중자음
장모음 & 이중모음

2~3개월
2~3개월

Unit 구성

8 Units

2~3개월

COMPONENTS

STUDENT BOOK
Word Recognition 체계적인
WB

Letter-Sound
Recognition

Word Recognition

Decoding Practice

Reading and Writing

문자-소리 익히기

단어 속 음가 익히기

디코딩 연습 및 어휘 확장

스토리 읽기와 단어 쓰기

구성의 연습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하며
목표 음가와 단어를 익힙니다.

MP3 File

E-Book

Download

e-Learning

APP

Free App

Letter-Sound Recognition 생동감 있는 삽화와 신나는 챈트로 목표 음가와 단어를 학습합니다.

22

Decoding Practice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디코딩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휘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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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SOURCES

Student Book
W

ㆍ

Answer Key

Student Book
W

Unit 1 pp.8-9

ㆍ

Placement Test

Answer Key

(L1-L2)

Review Test 3 (Unit 5 – 6)

20

Unit 1 pp.8-9

15
Listen and circle.

Match the partner letters.

A

1

2

3

r

4

Q

●

●

●

1

i
●

2
●

●

●

q

I

a

●

R

3

Write the partner letters.
5
pp.10-11

pp.10-11

6

G

7

______

______

8

n

______

u

T

Look and circle.
4

______

Listen and circle.
9

10

Pp

Oo

11

Bb

Ss

5
-in

-og

-ot

-op

-ox

-it

-in

-ip

6

Ww

Cc

7
-it

-ox

-op

-in

-in

-op

-it

-ot

1
1

Story Reading and Writing 목표 음가와 단어로

1

1

Answer Key

Tests

Student Book과 Workbook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답안지를 제공합니다.

학습 평가를 위해 Placement Test, Unit Test, Review Test 등의 여러
유형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Worksheets

Activity Sheets

다양한 쓰기 워크시트로 추가적인 파닉스 학습이 가능합니다.

컬러링, 오려 붙이기, 미니북, 스토리 스트립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시트를 제공합니다.

Flashcard

PPT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모든 파닉스 음가와 단어를 플래시 카드로 제공합니다.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시각화 수업 진행을 위한 PPT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뤄진 흥미로운 스토리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삽화와
연계된 쓰기 활동을 통해 즐겁게 복습합니다.

WORKBOOK
단어 쓰기를 통해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음가를 복습합니다. 학습 음가가 포함된 문장을 읽고 사이트 워드를 쓰는 연습을 합니다.

Online Resources
교재명
Bricks Phonics 1
Bricks Phonics 2
Bricks Phonics 3
Bricks Phonics 4
Bricks Phonics 5

Alphabet Card Flashcard Answer Key
●

Worksheets

Activity Sheets

Tests

Lesson Plan

PP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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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닉스 수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Pre A1- A1

4-8세(K1-G1)

국내 최초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된

Literacy

Spotlight on Literacy

2nd
Edition

주제중심 통합 리터러시 프로그램
유
 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설계된 주제중심 프로그램

우
 리나라 유아의 언어적 수준과 특성에 맞춘 창작동화 프로그램

미국의

교육 전문가 팀이 함께 설계하고 개발한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한 3단계 프로그램
구성물

Level Activity Book E-Book
1
2
3

12
12
12

12
12
12

세트 구성

온라인 자료

Level Teacherʼs Guide Worksheet
1
2
3

Storybook 1, 2 + Activity Book + E-Book

Word Card Alphabet Card
●

●

Phonics Card

●

●

●

●

●

●

●

●

●

●

✽ 월별로 한 세트씩 사용 가능합니다.

COMPONENTS

STORYBOOK
WB

<스팟라잇 온 리터러시>는 유아의 언어 수준과 특성에 맞춘 창작 동화

Level 2 Houses
Level 1 Summer Weather

작가 소개

프로그램입니다. 72권의 스토리북 안에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MP3 File

어휘와 문장 패턴, 리딩 스킬을 선택해서 수준별로 배치했습니다.

최고의 작가와 그림작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품
E-Book

아동문학 작가가 글을 쓰고 70여 명의 유명 그림작가들이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글과 그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눈을

Anne Miranda

즐겁게 해주고, 유아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언어 학습을 돕습니다.
Download

APP

Free App

유아들의 생활에 밀착한 소재

모든 스토리북이 유아교육과정에 따라 유아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영역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실제 생활과 놀이 속에서 뽑아낸
친근한 소재들은 유아의 흥미를 끌고 몰입하게 합니다.

리딩 스킬(reading skills)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 구성

각 스토리북의 주제가 명확하고, 이야기의 구조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복과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의 파악, 원인과 결과, 사건의 순서, 비교와 대조 등 리딩 스킬을 익힐 수 있도록 스토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Level 3 Beach Shadows

Mary Jane Martin

Anne Miranda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To Market,
To Market>과 <Glad Monster, Sad Monster>의 저자
로 지난 45년간 유아와 아동을 위한 동화책과 교육용
프로그램을 집필해온 전문 작가입니다. 미국 유수 출
판사의 유·초등 저학년 대상 리딩, 랭기지 아트,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 프로그램의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
습니다.
Mary Jane Martin은 리딩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미
국 주요 출판사의 아동용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했습니다. Scholastic, Inc.에서 아동도서 전문 편집
자로 일하기도 했으며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픽션, 논픽션, 시, 희곡, 수수께끼, 전래동화 등 여러 문학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과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인종과
사회를 보여주어 여러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이트 워드에 자연스러운 노출

유아들의 언어적 단계에 맞춘 패턴화된 문장은 영어의 기본 구조를 쉽게 익히게 해주고 사이트 워드를 자연스럽게

26

노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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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V E L 1 ( 4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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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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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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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142-0

978-89

ISBN

89
9 78

1

(3월)

Storybook 1

Storybook 2

연계 교과
사회(자기 소개, 사이 좋은 친구)

Playing Together

Hello

We Share Toys

Spring Comes

Spring Colors

Spring Garden

나와 가족

My Family

Where are You?

Where is the Cat?

4

건강과 안전

Let’s Eat

Farmer Ed

A Tooth Tale

5

동식물과 자연

Let’s Find Out

Who Says Moo?

The Ant

6

여름/환경과 생활

Summer Fun

Summer Weather

Water Painting

7

우리 동네

Welcome to My
Town

New to Town

Waiting Game

사회(공공기관, 교통기관)

Looking Outside

We Do, Too!

The Moon

사회(다른 나라 친구, 추석)

On the Go

Our Trip

Wheels are Fun

Having Fun

Snow Day

Christmas Music

건강과 안전

Playing Games

Play Ball!

We Play Soccer

동식물과 자연

Expressing
Your Feelings

Happy Day

Fish are Fun

2

(4월)

3

(5월)
(6월)
(7월)
(8월)
(9월)

8

(10월)

9

(11월)

10

(12월)

11

(1월)

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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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친구

Spotlight Theme

나와 가족
봄

가을
우리나라/세계 여러 나라
교통수단
생활도구

겨울
환경과 생활

미술(감자도장 찍기)
과학(색깔, 신체 부위)

과학(동물)
사회(가족 구성원, 집 안의 공간)
과학(채소, 색깔)
건강(이 닦기)

과학(동물, 곤충)
사회(나에 대해 긍정하기)
과학(날씨, 바다 생물)
미술(물 그림 그리기)

사회(교통기관) / 과학(바퀴)
수학(수 세기)
과학(겨울) / 음악(악기)
사회(크리스마스)
사회(옷 입기)
신체(야구, 축구)

사회(감정 표현하기)
수학(다양한 패턴)

40

160-4

-6435-

-6435-

ISBN

유치원 교육과정

le e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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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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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유치원 교육과정

Spotlight Theme

16
64 35

978-89

04

Storybook 1

Storybook 2

연계 교과

사회(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기)
미술(자화상 그리기, 미술 도구)

1

유치원과 친구

My School

Playground

Art Class

2

나와 가족

Family Fun

My Sister

I Can Help

사회(형제와 자매, 가족 돕기)

3

동식물과 자연

Planting Seeds

Pam and Sam’s
Carrots

Seeds

과학(식물 키우기, 씨앗 관찰하기)

4

건강과 안전

Eating It Up

The Vegetable Man

Ping’s Sandwich

과학(채소, 신체 부위, 요리, 색깔)

5

동식물과 자연

On the Move

Jungle Life

Bugs on the Move

과학(정글 동물, 곤충의 움직임)

Wondering about It

Beach Day

Rain

Looking Around

Apple Farm

Shopping with Dad

Setting Out

Moon Mouse

The Fair

사회(교통수단, 여행)

Flying High

Houses

The Cat’s Hats

사회(세계 여러 나라의 집, 모자)

Feeling
the Seasons

My Five Senses

The Big Tree

과학(감각기관, 나무의 이로움)

Let’s Guess

Who Took
the Cookies?

Tiger Hunt

수학(문제 해결, 공간과 방향)

Sharing a Story

Winter Sleep

The Mitten Story

(3월)
(4월)
(5월)
(6월)
(7월)
6
(8월)

7

(9월)

8

(10월)

9

(11월)

10

(12월)

11

(1월)

12

(2월)

여름
환경과 생활
우리 동네
가을
교통수단

세계 여러 나라
겨울
환경과 생활
겨울

겨울
동식물과 자연

사회(물놀이)
과학(물의 순환)

사회(우리 동네,
물건의 생산과 판매, 물건 사기)

과학(겨울, 겨울잠)
문학(전래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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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 V E L 3 ( 6 - 8세 )

ACTIVITY BOOK

l

ai
Air M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6단계 활동을 통해 스토리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킵니다.
나아가 자신의 말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1. T
 heme Activity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학습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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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ocabulary 스토리에 나오는 어휘 학습

artin
ne M
ary Ja
hs
a•M
ieteric
irand
ley D
ne M
Shel
by An ated by
tr
illus
bo NC

Big Bim

70

A Ukrainian Folktale

48

T he

artin
ne M
ary Ja mer
a•M
m
irand Kevin Zi
n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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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
ated
ill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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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47

175-8

-6435-

ISBN

978-89

40

MITTEN

Stor y

183-3

-6435-

ISBN

58
89
9 78

세트

Spotlight Theme

978-89

33

Storybook 1

Storybook 2

1

유치원과 친구

2

건강과 안전

Being Healthy

나와 가족

All about Me

4

생활도구

Like an Artist

Feel Happy

Jane’s Mask

5

동식물과 자연

Amazing Animals

Habitats

Dinosaurs

Going Outside

A Rainbow Rhyme

Beach Shadows

Visiting My Friend

The Map

Air Mail

Autumn Fun

It is Autumn! It is Fall!

Plant Food

To the Market

Guessing Game

Lemonade

Around the World

We Like Flags

Snow Fun

Exploring Space

Moon Ride

Drax and Driz’s
Planet Trip

Saving the Earth

Trash and Treasure

The Three Little Pigs

(3월)
(4월)

3

(5월)
(6월)
(7월)

6

(8월)

7

(9월)

8

(10월)

9

(11월)

10

(12월)

11

(1월)

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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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

18
64 35

여름
환경과 생활
우리 동네

가을
동식물과 자연
우리 동네

겨울
세계 여러 나라
지구와 우주
환경과 생활
환경과 생활

My Friends

Helping Hands
Bear and Fox
We Grow Up

연계 교과

My Pals

사회(친구 돕기, 친구 소개하기)

Kim’s Tooth

신체(운동, 신체 변화에 관심 갖기)

Pup and Me

사회(내 몸의 변화, 애완동물)

음악(음악 감상, 악기 연주하기)
미술(마스크 만들기)

74740

illustrated by Vickie Learner
9 788964 351611

ISBN 978-89-6435-161-1

Storybook
6. Project 

3. Comprehension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스토리의 내용 및 이야기 구조 이해하기

과학(동물의 서식지, 공룡)

과학(무지개, 그림자의 변화)
문학(동시)

사회(지도 읽기, 편지 보내기)
사회(가을, 낙엽)
과학(식물의 각 부분)
사회(물건 사고 팔기)

사회(각 국의 국기, 세계의 겨울 축제)
수학(무늬와 도형)
과학(달 여행, 우주와 행성)

사회(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
문학(희곡)

5. T
 hinking Skills
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활동

4. L
 anguage Arts
문장의 구조 및 사이트 워드 학습

31

Pre A1- A2

유치-초등 중급(K2-G6)

Course Book

English Bus Starter 1-2, 1-6

Best
Seller
코스북 수업의 새로운 기준!

유치·초등생을 위한 활동과 놀이 중심의
8단계 코스북
학
 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한 주제 중심 통합 교육
수
 업 구성이 용이한 세분화된 레벨링

지
 각과 감각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영어교실 구현
수
 업 현장에 유용한 다양한 교수 자료
학
 습의 흥미를 높이는 캐릭터 친구들

e.c
om

HOME
AUDIO
CD

lin

활
 동과 놀이를 통한 학습, 학습 부담은 줄이고 연습은 충분히!

Teacher’s CD
• Teacher’s Resources
• Tests with Audio Files
• Songs & Chants

Co
py
rig
ht
©

세트 구성

20

17
B

rick

s Ed
ucati
on

s
All right

reser

.
ved

ww

n
w.e

n
so
bu
sh
gli

Home audio case 앞면_09.28.indd 1

16. 9. 30. 오후 8:47

Student Book + E-Book

• Workbook, Teacher’s Guide & CD, Home Audio CD,
Teacher Cards 별매

COMPONENTS

STUDENT BOOK
WB

Start Street

Learn Street 1 첫 번째 문장 패턴을 학습하고 Start Street에서 배운 어휘를 응용하여 패턴 만드는 연습을 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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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말하기, 보고 말하기, 듣고 스티커 붙이기/
매치하기/선택하기 등 듣기를 중심으로 한

MP3 File

다양한 활동이 제시됩니다.

Starter 단계에서는 주제에 관한
어휘와 문장을 친숙한 동요 멜로디에
E-Book

담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1~6권에서는 그림 속 익숙한
Download

상황에서 주제와 관련된
일상 회화를 학습합니다.

TG

e-Learning

그림 그리기, 조사하기, 글쓰기 등 배운 표현을
APP

활용하여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업 중심 활동을 통해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Free App

32

33

Fun Street / Game & Chant

Phonics (Starter 1-2권)

Learn Street 1과 마찬가지로 듣기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마지막엔 과업 중심
활동 또는 챈트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Story Street

Learn Street 1, 2 수업에서 학습한 모든 어휘와 문장 패턴을 보드게임과 챈트로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알파벳과
기본 파닉스 음가를 학습하는 코너입니다.

Project (3-6권)

Course Book

Learn Street 2 추가 어휘와 두 번째 문장 패턴을 배우고 학습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스텝에
따라 자신만의 글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
코너입니다.

유닛의 모든 어휘와 문장 패턴, 회화 표현을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복습하고 컴프리헨션 문제를 통해 리딩 스킬과 글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코너입니다.

5~6권에는 논픽션,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수록해 읽기 능력을 심화
합니다.

Review

34

말하기, 듣기, 읽기 테스트를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하고 중간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Starter 1~2권은 매 유닛, 1~6권은 두 유닛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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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A1- B1

초등 초급-초등 고급(G1-G6)

Course Book

Big English 1-6

2nd
Edition

검증된 영어교육법과 최신의 교육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6단계 코스북
1
 st Edition의 일부 내용을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한 개정판
균
 형 잡힌 통합 4 Skills 교육 프로그램

2
 1st Century Skills를 강조하여 창조적, 비판적 사고력 향상
C
 LIL(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을
통한 통합 교육

A
 ssessment for Learning을 통한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Audio CD
• Teacher’s Edition, Assessment Pack,
Class CDs & DVD, Poster, Flashcards 별매

COMPONENTS

STUDENT BOOK
WB

Song 노래와 다양한 게임을 통해 단어를
연습하고 문장 속에서 발화하게 합니다.

Audio CD

DVD-ROM

TG

e-Learning

Language in Action 유닛의 주요 어휘와 문장 패턴을 듣기,

Content Connection 유닛과 관련된 사회, 과학, 수학 등 다양

읽기, 쓰기 활동으로 연계, 확장합니다.

한 교과목의 내용과 어휘를 익히고 응용합니다.

Grammar 유닛에서 학습해야 할 문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Culture Connection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자신

연습합니다.

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와 비교합니다.

Writing 간단한 문장 쓰기부터 문단 쓰기까지 단계별로 글쓰기

Values 유닛의 주제와 연결된 의미 있는 가치와 태도를 프로젝트

실력을 기릅니다.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구현합니다.

Phonics 전 권에 걸쳐 체계적으로 파닉스를 학습합니다.

Review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다양한 형식의 문제와 게임을 통해

Vocabulary 각 유닛의 주요 어휘를
사진과 함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소개합니다.

Story 유닛의 주요 어휘와 문장 패턴, 회화 표현을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연습하며
리딩 스킬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36

확인합니다.

37

Pre A1- A1

유치-초등 초급(K3-G2)

STUDENT BOOK

지문 읽기 전 목표 음가,
주요 단어, 사이트 워드 학습

Passage Reading
•파닉스 단어로 구성된 지문 읽기
•소리 내어 읽는 연습
•사이트 워드 액티비티

Comprehension Check Up

Reading Fluency

Vocabulary Check Up
Phonics Skills Build Up

정확성, 적당한 속도, 감정표현에
초점을 둔 읽기 활동

Sight Word Skills Build Up

Main Unit

Phonics Reading Passage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워드로 구성된 본문을 읽으며
디코딩 능력을 기르고 본문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파닉스를 복습하며 리딩을 시작할 수 있는

Comprehension Check & Extension Activities

파닉스 학습 후 첫 읽기 교재

본문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
파닉스 스킬을 강화하며 사이트 워드를 익힙니다.

파닉스 단어들로 이루어져 디코딩 능력을 길러주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내용 이해를 돕는 생생하고 세련된 삽화
COMPONENTS

Review Unit
3개의 유닛마다 카툰 형식의 리뷰 유닛이 제공되어 배웠던 파닉스 단어와 사이트 워드를 복습합니다.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 스킬을 강화해 주는 다양한 액티비티
읽기 유창성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학습 내용 복습을 위해 3개의 유닛마다 제공되는 리뷰 유닛
WB

MP3 File

E-Book

Download

e-Learning

38

교재명

학습 내용

Spotlight on First Reading 1

단모음 & 이중자음

Spotlight on First Reading 3

이중모음

Spotlight on First Reading 2

장모음 & 이중자음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년 차

Roll and Read, Tic-Tac-Toe & Reading Bingo
스티커 붙이기와 다양한 읽기 액티비티를 통해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킵니다.

39

Reading

Spotlight on
First Reading 1-3

Get Ready

Pre A1-A1

유치-초등 초급(K3-G2)

STUDENT BOOK
Passage Reading

Comprehension Zone

Main Idea와 Keyword 제시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읽기

내용 이해 능력 증진

Sentence Build Up

Review Zone

Word Zone

주요 문형 연습을 통한 문장 구조 이해

스토리 내용 복습

키워드 복습

Best
Seller

Reading

Bricks
Reading 30 1-3

Let’s Start

Pop Quiz
삽화를 통한 간단한 액티비티로
흥미를 유발합니다.

Let’s Start
지문을 읽기 전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키워드를
학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처음 리딩 학습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도 재미있는 리딩 교재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Comprehension Zone

Review Zone

본문을 읽고 난 후 내용을 이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했는지 확인합니다.

복습합니다.

짧고 간결한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COMPONENTS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액티비티

Sentence Build Up
본문의 주요 문형을 학습하여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익힐

WB

MP3 File

E-Book

Download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재명
Bricks Reading 30 1

e-Learning

40

Bricks Reading 30 2
Bricks Reading 30 3

Word Count

학습 대상

35~40

영어 학습
1년 차

30~35
40~45

AR

Lexile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를 다양한
문제를 통해 학습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1.1

70~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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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A1-A1

초등 초급(K3-G2)

STUDENT BOOK
Picture Fun!

실물 사진으로 핵심 단어 의미를 생생하게 익히기

Picture Walking 활동을 통한 워밍업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지문
읽기

Sentence Puzzle

Practice Time

패턴 문장 연습을 통한 기본 문형 학습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E-Book과 Animated Chant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리딩 학습

01

My Tree House

My House
TOPIC:
So

Word Time

Passage Reading

Reading

Bricks
Reading 40 1-3

Word Time

c i a l St u di es

Word Time

02

핵심 단어와 실물 사진을
tree house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blanket

03

This is my tree house!
Come inside!
This is my bed.

desk

This is my blanket.
This is my desk.

chair

This is my chair.
This is my lamp.

lamp

a blanket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a lamp

I love my fun tree house!

Picture Fun!

Find the pictures and check.
a chair

06

읽기 전 Picture Walking을
통해 지문에 대한 흥미를

Unit 01

07

증진시키고 내용에 친숙해
지도록 돕습니다.

읽기에 꼭 필요한 기본 문장을 패턴으로 익히는

초급자를 위한 쉽고 효과적인 리딩 교재

D Match the pictures and sentences.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리딩 초보 학습자를 위한 맞춤 설계

1.

본문 내용을 얼마나 잘

Picture Walking이 가능한 풍부한 내용의 삽화

3.

42

4.

Bricks Reading 40 2
Bricks Reading 40 3

Word Count

학습 대상

35~40

영어 학습
1년 차

30~35
40~45

This is my lamp.

chair

Sentence Puzzle

B Check the correct answers.
1. This is my

기본 패턴 문장의 반복적인

.

This

playground

교재명

2.

bag

dog

문장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문제 유형

Bricks Reading 40 1
e-Learning

bed

desk

MP3 File

Download

blanket

lamp

2. This is my

E-Book

This is my blanket.

2.

chair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문형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Sentence Puzzle
WB

1.

A Circle the correct words.

통해 주요 단어를 복습하고

기본 문장 패턴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지문
COMPONENTS

Practice Time

AR

Lexile

1.1

70~100L

tree house

my

1.

This

is

chair.

2.

kite

This
C Check the correct answers.
1. This is my dog.

Yes

bed.
학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문장

구조를 탄탄하게 익힙니다.

Look and write.

.

chair

is

No

my

3.

is

my

2. I love my fun tree house!
my
08

lamp.

is

This

desk.
Uni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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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초등 초급(G1-G3)

STUDENT BOOK
New Words

Passage Reading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흥미 유발

지문 읽기 전 주요 단어 학습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읽기

Word Power Up

Word Zone

Comprehension Zone

주제와 관련된 어휘 확장
새로운 단어를 이용한 주요 문장 스피킹 연습

키워드 복습

내용 이해 능력 증진

Best
Seller

Reading

Bricks
Reading 50 1-3

Let’s Start

Pop Quiz
본문을 읽고 난 후 간단히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True/False 퀴즈입니다.

Let’s Start
본문을 읽기 전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그림
그리기 액티비티를 통해
배경지식을 끌어냅니다.

New Words
본문을 읽기 전 키워드를
학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어휘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최적의 리딩 기본서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를

Comprehension Zone

복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본문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형의 패턴 패러그래프로 구성된 지문
COMPONENTS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확장시켜 주는 액티비티

Word Power Up

본문에 나오는 주요 문형을 사용한 스피킹 연습
WB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어휘를 추가 학습합니다.

MP3 File

본문의 주요 문장에
새로운 단어를 넣어보는

Speaking 연계 활동이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Reading 50 1

e-Learning

44

Bricks Reading 50 2
Bricks Reading 50 3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55~60

영어 학습
1~2년차

1.5

100~150L

50~55
60~65

가능합니다.

45

A1

초등 초급(G1-G3)

STUDENT BOOK
Look & Check!

Passage Reading

핵심 단어와 단어 따라 쓰기 활동을 함께 제시

Picture Walking을 통한 본문 내용 추측

Picture Reading Fun!

Practice Time

•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 중심의 지문 읽기
학습한 문장과 단어를 활용해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 보는 응용학습

• E-Book과 Animated Chant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리딩 학습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Social Studies

01
A man lives next door.

03

Look & Check!
지문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Look & Check!

He has messy hair.

What is on the
table?

He has yellow fingernails.

frogs

간단한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How dirty!

flowers

He is tall like a giraffe.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He is green like a lizard.

일으킬 수 있도록 합니다.

How scary!
He eats worms and frogs.
He eats them with his hands.
How strange!
Who is he?
He is a troll!

02

Word Time

Word Time

Trace and say.


핵심 단어와 실사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한눈에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직접 단어를

세트 구성

쓰면서 철자 연습을 합니다.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messy

dirty

fingernail

worm

scary

troll
Unit 1

6

7

단락 패턴으로 짧고 재미있게 구성된 지문을 읽으며

자신감 있게 읽기 능력을 키워가는 리딩 기본서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로 된 글 읽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D Answer the questions.

주요 단어와 본문의 내용을

A Check the correct words.

잘 파악했는지 체크합니다.

1.

리딩을 스피킹과 연계시켜주는 Practice Time

Bricks Reading 60 1
e-Learning

46

What does the troll eat?
He eats

lizard

Bricks Reading 60 2
Bricks Reading 60 3

Word Count
50~55
55~60
60~65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5년차

AR
1.5

( giraffes | worms )

본문에서 학습한 단어와 문장을

.

a dirty house

2. He is

Lexile
100~150L

a. small
3. Who is he? He is a
a. spy
8

and frogs.

Picture Reading Fun!

This story is about

a. ears

like a lizard.

worm

a neighbor next door.

Writing 활동에 적용하여 읽기와

Look, choose, and write.

C Choose the correct answers.

교재명

( green | yellow )

B Check the main idea.

MP3 File

Download

2.

4.

hair

1. He has yellow

E-Book

He is

dirty

fingernail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스토리에 적용해보는 Picture Reading Fun!
WB



3.

What color is the troll?

scary

tall

문제는 Speaking 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Picture Walking이 가능한 생생하고 디테일한 삽화

1.
2.

messy

질문과 대답 형식의 독해

리듬감 있는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COMPONENTS

Practice Time

쓰기 능력을 함께 강화시킵니다.
A troll has

1

He eats worms with

.
b. teeth

c. fingernails

like a giraffe.
b. tall

c. fat

How
1

hair.
2

.
!

3

2

3

!
b. magician

c. troll

tidy

messy

chopsticks

hands

scary

pretty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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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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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ricks
Reading 60 1-3

Word Time

A1-A1+

초등 초급(G2-G4)

STUDENT BOOK
Which Is True?

Passage Reading

핵심 단어 소개 및 스펠링 활동 함께 제시

제시된 문장을 체크해 보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
•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의 지문 읽기
• E-Book의 audio를 듣고 따라 읽으며
유창성 기르기

Summarizing Fun!

Practice Time

스토리 요약 활동을 통한 학습 마무리

핵심 단어 복습 및 본문 내용 이해도 체크

Science

01
03

Underwater

Wo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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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tern fish

glow

light bulb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본문에

jellyfish

round

나오는 단어들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li _ _ t _ u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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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a turtle in the water.

Which Is True?

The blobfish is pink and round.

그림이나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g__w

_o_n_

je _ _ yfi _ h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underwater!

06

핵심 단어를 스펠링 활동과

submarine

_ _ bma _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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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Word Time

02

Fill in the bl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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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구성

Reading

Bricks
Reading 80 1-3

Word Time

l _ nte _ n fi _ _
Unit 01

문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본문

07

내용을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패시지 리딩을 통해

Practice Time

글 읽기의 즐거움과 본격 독해 능력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리딩 교재
COMPONENTS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주요
단어를 복습하고 본문을 정확하게

MP3 File

1.

A Circle the correct words.

대답 형식의 독해 문제는 Speaking
1.
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글 읽기와 내용 분석 학습

They are in a

폭넓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루어진 지문과 풍부한 어휘 학습

2.

It looks like a huge

3.

유닛마다 다른 그래픽으로

B Check the correct answers.

True

False

Match to the correct sentences.

1. Tim and Lola swim underwater.
2. They have an interesting day!

a. small, blue

Bricks Reading 80 1
e-Learning

48

Bricks Reading 80 2
Bricks Reading 80 3

Word Count

학습 대상

80~90

영어 학습
2년차 이상

70~80

90~100

AR
2.1

Lexile

.

Summarizing Fun!

Vicky has a round square mirror.

그래픽으로 본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는 Summarizing Fun!

교재명

What does the jellyfish look like?
( mushroom | carrot )

1. The jellyfish is

Download

.

( rocket | submarine )

Fireflies glow dig in the field.

What Am I?

C Choose the correct answers.

E-Book

Where are Tim and Lola?

The airplane submarine dives in the water.

2.

본문 내용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삽화
WB

D Look, circle, and write the correct answers.

이해했는지 체크합니다. 질문과

and
b. round, red

c. big, white

통해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복습하고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I’m big and white.

I glow in the water.

I’m pink and

I look like a huge

I look like a light

round. I look like

mushroom!

bulb!

Captain Bob!

.

2. The blobfish looks like
a. Captain Bob

.

이루어진 스토리 요약 활동을

b. Lola

c. Tim

3. What is true about lantern fish?
a. They glow in the water.

200~300L

b. They are pink and round.
c. They look like mushrooms.
08

I’m a blobfish.

I’m a lantern fish.

I’m a jellyfish.
Unit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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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초등 초급(G2-G4)

STUDENT BOOK
New Words

Passage Reading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흥미 유발

지문 읽기 전 주요 단어 학습

지문 읽기

Story Wrap Up

Word Zone

Comprehension Zone

글의 내용을 그래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키워드 복습

내용 이해 능력 증진

Best
Seller

Unit

01

Social Studies

Fill in the blank.
My dad and I play

Winter
Play

Let’s Start

Let’s Start

Think about fun activities
in winter and check your
thinking.

본문을 읽기 전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배경
지식을 끌어내고 흥미를

I can have snowball
fights.

유발합니다.

I can make a snow
man.

03

New Words Write.
break

snowball

본문을 읽고 난 후 간단히 내용을

hurt

outside

체크할 수 있는 Writing 퀴즈입니다.

throw

cold

New Words

Today is cold! Brrr!
There is white snow.

본문을 읽기 전 키워드를

My dad and I play outside.
We throw snowballs.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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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6

단계적으로 설계된 어휘와 문형을 통해

100-L1_최종.indd

리딩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무리하는 리딩 교재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Unit 01

6

2012-05-17

오전 9:41:32 100_L01.indd

7

7

2016-08-16

오전 7:48:02

Word Zone
본문의 주요 단어를 새로운

Comprehension Zone

문장 안에서 활용해봄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해당 단어에 대한 완전한

본문 이해도를 확인하고

이해를 도와줍니다.

Reading Skill을 익힙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사진
COMPONENTS

02

Pop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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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구성

with snowballs.

Reading

Bricks
Reading 100 1-3

Let’s Start

Reading Skill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그래픽을 통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액티비티
Story Wrap Up

WB

본문 내용을 그래픽으로

MP3 File

정리해봄으로써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Reading 100 1

e-Learning

50

Bricks Reading 100 2
Bricks Reading 100 3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80~90

영어 학습
2년차

2.1

200~300L

70~80

90~100

51

A2

초등 중급(G3- G4)

STUDENT BOOK

Best
Seller

Passage Reading

A small question + New Words

하나의 주제에 Fiction,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끌어냄

Nonfiction 1:1 구성

Skill Zone

Word Zone
Comprehension
Zone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Reading Skill 학습

Let’s Start
사진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끌어내며,
본문에서 배울 주요 단어를 미리

Quick Quiz

보여줍니다.

본문을 집중해서 읽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Word Box
본문에서 다룬 주요 단어의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여 단어의
뜻과 쓰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효과적인 패시지 독해를 위한

Word Zone

리딩 전략을 세워주는 리딩 기본서

Comprehension Zone

본문에서 배운 주요 단어의

글의 주제와 내용 이해도를 체크

의미를 짚어보고, 새로운 문장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

에서의 단어 활용을 학습해 볼

되어 있습니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일상생활 주제를 벗어나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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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

MP3 File

E-Book

Download

본문 Summary를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 제공

교재명
Bricks Reading 150 1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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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Reading 150 2
Bricks Reading 150 3

Word Count

학습 대상

120~140

영어 학습
2년차 이상

100~120
140~150

AR
2.4

Lexile
300~400L

Skill Zone
다양한 리딩 전략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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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ricks
Reading 150 1-3

Let’s Start

A2-A2+

초등 중급(G3- G6)

STUDENT BOOK

Best
Seller

Passage Reading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호기심 유발

Fiction + Nonfiction
1:1 구성, 심화 읽기

Comprehension
Check Up

Summary Make Up
3-Step 단계별 라이팅

Skill
Build Up

Speaking·Writing

+

연계학습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

Word Box
핵심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제공하여 정확한 이해를 유도
합니다.

CEFR

200

1

A2

Bricks Reading 200 is a theme-based and three-leveled course. This series is designed for learners who want to
improve their reading skills and also obtain background information on diverse subjects. It is comprised of various
topics and genres that are organized into fiction and nonfiction. Topics range from everyday life issues to schoolrelated subjects and are presented in various written formats (e.g. explanation, report, newspaper, story) to help
learners better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passages. This series helps pre-intermediate level learners attain the
competence to begin the higher-leveled course, Bricks Reading 300.

Think Ahead

Features
• Theme-Based Topics: to obtain background information
• Systematic Reading: to enhance critical reading abilities
• Critical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to offer implicit and explicit questions
• Summarizing Steps: to understand the passage by using systematically organized summary steps
• Additional Study for 4 Skills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to balance the four primary skills of the English language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끌어

Components
• Student Book (Workbook included)
• E-book with Access Code
• Download Resources
Answer Key / Lesson Plan / MP3 Files / Word Lists & Tests / Test Sheets / Worksheets
• Online Learning Center

내고 학습 호기심을 유발하는

Speaking 연계 활동을

Bricks Reading 200 Series

제공합니다.
(150~180 words)

(180~220 words)

(220~250 words)

Workbook

www.hibricks.com

Time for a Quiz
세트 구성

내용을 집중해서 읽었는지 체크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할 수 있는 간단한 Writing 연계
활동을 제시합니다.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3~4년차 학습자를 위해

읽기 학습의 효과적 방향을 제시하는 리딩 교재
기사, 강연, 브로셔, 다이어리 등 다양한 유형의 글 읽기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문장
안에서의 어휘 활용을 학습

Skill Build Up

합니다.

Main Idea, Compare & Contrast,
Cause & Effect 등을 통해 글의 내용
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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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abulary Check Up

Comprehension
Check Up

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3-Step의 단계별 Summary
Four Skills의 균형 발달을 유도하는 통합 학습

사실 확인→주제 파악→

Summary Make Up

세부내용 파악→추론을 통한

서머리 틀을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심층내용 파악 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WB

MP3 File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Reading 200 1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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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Reading 200 2
Bricks Reading 200 3

Word Count

학습 대상

150~180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220~25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150~220

영어 학습 3~4년차

AR

Lexile

2.8

400~500L

Talk! Your Turn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Speaking
연계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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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ricks
Reading 200 1-3

Think Ahead

Vocabulary
Check Up

A2+-B1

초등 중급(G4- G6)

STUDENT BOOK

Best
Seller

After Reading

While Reading
Vocabulary Check Up
단어 의미 및 Usage 학습

Passage Reading

Short Text +
Small Questions

Nonfiction, Fiction 1:1 구성

배경지식을 끌어내는 읽기 전 활동

교과목 주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Comprehension Check Up
사실적·추론적·평가적 이해 문항

Sum Up
본문 내용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Reading Skill, Summary 활동

Before Reading
주제와 관련된 짧은 텍스트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끌어
내고 자연스럽게 스피킹 활동과 연계
시킵니다.

CEFR

250

1

A2+

Bricks Reading 250 is a course with three levels that enables learners to build their critical reading and
comprehension skills. It is designed for intermediate learners with three years of English experience. The course
offers informative, academic, and authentic reading texts from various subject areas. It challenges learners to
enhance their reading skills by utilizing a wide range of questions and skills that include the following: vocabulary
check up, confusing words section, various types of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skills, and summarizing.

Features
• Various topics based on the learners, ages, and interests
• Preview activities to encourage prior knowledge
• 20 paired confusing words to strengthen learner’s vocabulary abilities
• Organized two-step summary to enhance learner’s reading skills
Components
• Student Book (Workbook included)
• E-book with Access Code
• Download Resources
Answer Key / Lesson Plan / MP3 Files / Word Lists&Tests / Test Sheets / Worksheets
• Online Learning Center

Bricks Reading 250 Series

(220~240 words)

(240~270 words)

Information

(260~270 words)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고 교훈

Workbook

www.hibricks.com

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Word Box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주요 단어와 영영풀이를 활용해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주요 교과목과 연계된 지문으로

Comprehension Check Up

독해 사고력을 키우는 중급 리딩 교재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을 이끌어내기 위한 읽기 전 활동

많은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confusing words를 지문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COMPONENTS

Vocabulary Check Up

주제 파악→사실 확인→세부내용 파악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추론 문제 순으로 내용 확인을 위한

문장 안에서 어휘가 어떻게 활용

체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되는지 익힙니다. 또한 confusing
words를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실적·추론적·평가적 이해 문항을 골고루 배치

Reading Skill에서 Summary로 이어지는 Two-step Reading Strategy 중점활동
학교시험 유형과 연계시켜 익히는 워크북 활동

WB

MP3 File

E-Book

Download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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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Word Count

학습 대상

240~260 words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Bricks Reading 250 1

220~240 words

Bricks Reading 250 3

260~270 words

Bricks Reading 250 2

AR
3.2

Lexile
500~600L

Sum Up
여러 종류의 Reading Skill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분석, 정리한 후 요약하는
활동과 연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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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ricks
Reading 250 1-3

Before Reading

B1

초등 중급-고급(G4-G7)

STUDENT BOOK
Passage Reading

교과목 연계 배경지식

•Nonfiction 강화
•심화 읽기 학습

Comprehension
Check Up
Skill
Build Up

Practical Reading
도표, 그래프, 광고 등
실용문 읽기 활동

공인영어시험 대비

+

Reading

Bricks
Reading 300 1-3

Think Aloud

Vocabulary
Check Up

심화 리딩과 라이팅
학습으로 총정리

Reading Skill
해당 지문을 독해하는 데 필요한

Reading Skill로 전략적 읽기
학습을 유도합니다.

Think Aloud
지문과 연관된 질문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Speaking 연계 활동을 합니다.

Information
지문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제공
하여 내용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Word Box
지문에 쓰인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를 제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최신 주제의 토픽과 실용 독해로

Vocabulary Check Up

고급 단계로 도약시키는 리딩 프로그램

영영풀이 문제와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를 통해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확인합니다.

언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과 접목한 다양한 주제

Main Idea, Compare &
Contrast, Cause & Effect

Nonfiction 중심의 패시지로 풍부한 정보 제공
COMPONENTS

Skill Build Up

등 지문 구조를 파악합니다.

Comprehension Check Up
주제 파악→세부내용 파악→추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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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 심층내용 파악 순으로

내신 서술형 및 각종 공인영어시험 대비

Summary Make Up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문맥에 맞는 단어를 채운 후,
주제 및 결론 고르기 등의 활동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층 Summary 활동
WB

MP3 File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Reading 300 1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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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Reading 300 2
Bricks Reading 300 3

Word Count

학습 대상

200~23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260~300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230~260

영어 학습 4~5년차

으로 요약 능력을 기릅니다.

AR

Lexile

Practical Reading
도표, 광고, 웹페이지 등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읽기자료를 제시
하여 분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4.1

600~7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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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1+

초등 고급-중등 고급(G5- G9)

STUDENT BOOK
Vocabulary
Enrichment

토픽 관련
배경지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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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izing
Points

구문 분석으로

단락별 요지 파악과

paraphrasing 연습

Summary 작성

Vocabulary Enrichment
Before You Read

본문 이해를 위한 필수 단어의 영영 풀이와 유의어를 제공하며,
확인문제를 통해 본문에서의 쓰임을 예습할 수 있습니다.

소재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본문 내용을 추측
해봅니다.

Reading Strategy
글의 구조와 내용 파악을 위한 중점
요소를 제시합니다.

세트 구성

Reading Comprehension

Student Book + E-Book

본문에 관한 직관적, 추론적 문제를 통해
완벽한 이해 능력을 길러줍니다.

중급에서 고급으로의 리딩스킬 도약

다양한 소재, 분석적 읽기 Extended Reading 프로그램

Pop Quiz
본문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읽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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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등이 다양한 억양으로 읽은 단어와 지문 MP3

교재명
MP3 File

E-Book

Bricks Subject Reading 1
Bricks Subject Reading 2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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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Sentences

Bricks Subject Reading 3
Bricks Subject Reading 4

Word Count
280~300
280~300
300~320
300~32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Paraphrasing 연습을 위한 구문 분석 코너로
쓰기와의 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AR

Lexile

Summarizing Points

Summarizing Points

(1권, 2권)

(3권, 4권)
각 단락의 요점을 묻는 질문을

4.1~6.0

800~950L

본문 분석과 자기화 능력을

글의 핵심을 분석하고 자기화

길러줍니다.

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단락별 Key Phrase를 찾고,
요약 글을 완성하여 완벽한

읽고 그 답을 완성함으로써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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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ricks Subject
Reading 1-4

Before
You Read

B1+-B2+

중등 초급(G6-)

STUDENT BOOK

Culture
Nature
Geography
Literature
Sport
Health

Life Science
Psychology
People
History
Technology
Religion

Introduction
Question

Word Bank

Passage Reading

Grammar Plus &
Confusing Words

Summary

Comprehension
Check Up

단락별 Main Idea 찾기
단락별 및 전체
Summary 작성하기

주제 및 제목 찾기, 상세정보 찾기
+ 삽입 및 추론 문제
+ Sentence

Simplification,
Paraphrasing 강화

Reading

Bricks Intensive
Reading 1-4

Topics

UNIT 1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Word Bank
Chapter 1

Wor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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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e

n. story, real or imaginary

Before You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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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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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1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어휘를

Chapter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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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레벨에 맞게 영영풀이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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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Literature

Unit 1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8

1
2

Unit 2

Ebonics,
A New Controversial
Americ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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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Question
토픽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본문 내용을 추측해봅니다.

Passage Reading

Unit 1

Reading Strategy

Student Book + E-Book, Teacher’s Guide(별매)

국제중 특목고를 준비하는 예비중·중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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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를 위한 집중독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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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Potter became a famous mycologist*, or expert on fungi. She applied
turned down because she was a woman.
Potter’s The Tale of Peter Rabbit series was very popular. Due to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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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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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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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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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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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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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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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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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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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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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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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STRATEGY

List the Occupations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Before Potter gained fame as a writer and illustrator, she had
been very interested in science. She was most interested in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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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와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Passage Reading

Chapter 1

세트 구성

2

Beatrix Potter, A Friend of
Natur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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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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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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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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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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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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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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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사회, 시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주제

Mr. MacGregor’s farm. For his mischief,
Peter gets chased and then becomes sick

300~550 단어로 구성된 단계별 장문독해 학습

8.

Comprehension Check Up
Chapter 1
Unit 1

정확하게 핵심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읽기 전략 제공

A

Comprehension
Check Up

D

교재명
Bricks Intensive Reading 1
Bricks Intensive Reading 2
Download

62

TG

Bricks Intensive Reading 3
Bricks Intensive Reading 4

Word Count
300~350
350~400
400~500
450~55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AR
5.0~8.6

Lexile

C

Grammar Plus &
Confusing Words

5개 코너를 통해 TOEFL,
TEPS, 수능 등 다양한 문제
B
유형을 연습해봄으로써 시험
1.

E-Book

E

4. Paragraph 4
Writing & Paraphrasing
True or False
Insight
& Understanding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complete
sentences.
Write T if statements are true or F if statements are false according to the passage.
Choose the best answers.
1. Which sentence introduces the main character and setting of Potter’s famous novel?
1. _______ The Tale of Peter Rabbit by Beatrix Potter is popular mainly to children.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n occupation held by Beatrix Potter?
a . author
2. _______ In the first story of Potter’s series, Peter gets in trouble having done
b. illustrator
Grammar Plus
nothing wrong.
c . nature conservationist
d. publisher
3. _______ Besides writing stories, Beatrix Potter was also interested in studying
not only ~ but also
science.
“not only A but also B” is used when stating both “A” and “B” and putting more
2. Which element of The Tale of Peter Rabbit is NOT mentioned in the passage?
4. _______ Beatrix Potter was good at drawing living things as well as writing 2. What are some of the possible job titles for Potter?
emphasis on “B.” The grammatical forms of “A” and “B” should be same.
a . characters
books.
b. narrator
c . settings
5. _______ Beatrix Potter was not financially successful in writing books.
d. plot
Combine the sentences into one using the expression “not only~but also” as shown in the example.

본문에서 다룬 중요 문법과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2.

900~1,100L
12

3.

The word “preserve” in the first paragraph is closest in meaning to
a . prepare
b. conserve
c . reserve
d. preocc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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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한 번

ex. Tale
Sheofwas well known for her works in science. Moreover, she was known for her efforts
According to the passage, why was Peter Rabbit chased in the story, The
to preserve nature.
Peter Rabbit?
She was well known not only for her work in science but also for her efforts to preserve nature.
a . because he had caused mischief with his three sisters
Which sentence describes the field Potter was interested in before she became a
b. because he made a big hole in the roots of a fir tree where his family live
1.
Due to the great fire, he lost his house. But it was not all. He lost his family, too.
famous writer?
c . because he ate more than he was allowed to

3.

Synonym & Reference
Choose the best answers.

MP3 File

Glossary * The Tale of Peter Rabbit It is the first in the series of children’s books published in
What is the best possible main idea that could be used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Summary
1902 by Beatrix Potter. It has sold more than 40 million
copies worldwide.
Find the main ideas of each paragraph and write them with complete sentences.
paragraph?
* mycologist a scientist who studies fungi
a . Potter’s life with her family
* Lake District a rural area in North West England 1. Paragraph 1
b. Potter’s unceasing effort to study fungi and writing books
c . Potter’s success as a mycologist
11
d. Potter’s failure as an author
2.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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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agraph 3
c . to build a botanical garden to study fungi
d. to construct a habitat for rabbits

Comprehension Che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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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hension Check Up

10

7.

Comprehension Check Up

from overeating.

TOEFL, TEPS, 수능 문제 유형 총망라

E-Book

15

in trouble for stealing vegetables from mean

더 정리해줍니다.

d. because he was found to have taken food without permission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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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e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Moreover, he published books on the issue.
The movie was very popular in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Actually, it was very

c . Though she spent much of her time on fungi, she did not do well in thepopular
area. in America.
d. Though she was qualified to be a mycologist, she was treated unfairl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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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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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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초등 초급(G2- G4)

STUDENT BOOK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된
16개의 이야기 읽기

Check Up

Reading Skills Up

Vocabulary 실력과
Comprehension 능력

Critical Reading Skill

기르기

익히기

사고 과정이 가미된

Grammar Up

Summary Up

기초 문법을 통해 문장의
기본 구조 익히기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Reading

Bricks Reading
Beginner 1-2

Reading

Tip for Topic
토픽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해를 높이고 배경지식을 쌓아줍니다.

Vocabulary Build Up

Comprehension Check Up

연결하기, 빈칸 넣기 등 다양한

토픽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세트 구성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Student Book + Audio CD, Workbook(별매) , Teacher’s Guide(별매)

리딩 스킬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익히는 리딩 입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한 흥미로운 이야기

Reading Skills Up
Reading Skill을 체계적으로 학습
하여 독해의 기초를 쌓습니다.

Grammar Up
기초적인 문법을 통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iddles

사회, 수학, 과학 등 초등 교과 주제와 자연스러운 연결

주요 어휘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며 어휘의 다양한 쓰임을

Reading Skill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익힙니다.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문제와 액티비티
COMPONENTS

WB

체계적인 분기별 맞춤 구성과 정확한 레벨링

독서 후 활동을 통해 Speaking, Writing으로 연결 학습

Audio CD

교재명
Download

64

e-Learning

Bricks Reading Beginner 1
Bricks Reading Beginner 2

Word Count
100~150
130~15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2년차

AR

Lexile

1.6~1.8

200~300L

Summary Up
간단한 빈칸 채우기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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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초등 중급(G3- G6)

STUDENT BOOK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Science
Art
etc.

Workbook

Reading

Vocabulary Build Up

Comprehension Check Up

Think and Act Out

Story Summary Up

Reading Skill Up

1
Reading Skill Up

세트 구성

Main Idea, Sequence, Organizing,
Compare and Contrast 등의 리딩

Student Book + Audio CD, Workbook(별매) , Teacher’s Guide(별매)

전략 연습을 통해 비판적 글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리딩스킬 습득으로

비판적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리딩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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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WB

Audio CD

Vocabulary, Comprehension, Summary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수록

교재명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1

Download

66

e-Learning

Story Sum Up &
Think and Act Out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2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3

내용을 요약해보고 주제와 관련된
토론 활동을 통해 Writing과
Speaking 능력을 동시에
키워나갑니다.

Word Count

학습 대상

AR

Lexile

300

영어 학습
2년차

2.0~2.5

200~500

250
350

67

Reading

Bricks
Reading 1-3

Topics
Fiction + Nonfiction

A2-B1

초등 중급-고급(G4- G7)

STUDENT BOOK
Comprehension
Check Up

Reading Skill Up

Story Sum Up

Think and Act Out

지문을 읽기 전후
주요 어휘 학습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내용 이해능력 증진

비판적 읽기로 이끄는
심층 리딩 전략

요약문을 완성시키며
전체 내용 정리

주제와 관련된 쓰기,
말하기 확장

Vocabulary Build Up
Workbook

세트 구성

1

지문을 읽기 전후에 어휘에

Comprehension
Check Up

대한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도록

SAT, iBT TOEFL, TOEIC 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문제 유형에

Student Book + Audio CD, Workbook(별매), Teacher’s Guide(별매)

Reading

Bricks
Reading Plus 1-3

Vocabulary Build Up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급 실력의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심층적 독해 능력을 키우는 본격 리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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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SAT, iBT TOEFL, TOEIC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유형

Story Sum Up과 Think and Act Out 코너를 통해 Writing, Speaking으로 확장 학습

Reading Skill Up

Story Sum Up

Fact and Opinion, Inferring
Feeling, Paraphrasing,
Summarizing 등의 심층적인

이야기의 요약문을 완성시키는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딩 전략을 학습합니다.

Think and Act Out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WB

Audio CD

교재명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1

Download

68

e-Learning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2
Bricks Reading with Reading Skills Plus 3

Word Count

학습 대상

350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40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375

영어 학습 4년차

AR

Lexile

쓰기, 말하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1~4.0 500~6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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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초등 초급(G1- G3)

STUDENT BOOK
Yes or No?

New Words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주제와 관련해 이미지와 글의 대응관계 학습

예문과 그림으로 새 단어 학습

Wrap-Up

Let’s Check!

Story Reading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용 정리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스토리 읽기, 이야기 나누기

Reading

Bricks Story
Reading 70 1-3

Let’s Talk!

New Words
본문의 핵심 단어를 문장과 함께

Let’s Talk!

익혀 단어의 쓰임과 의미를 자연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자연

스럽게 학습합니다.

스럽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CEFR

A1

1

1

Bricks Story Reading 70 is a three-leveled reading series for beginning readers.
Bricks Story Reading 70 provides many stories that are diverse and fun to read. Their subject
matter is carefully chosen to stimulate the curiosity and confidence of young learners.

Yes or No?
제시된 문장이 사진 내용과 일치

Bricks Story Reading 70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주제 관련 이미지와 글의 상응
(70~80 words)

(80~90 words)

(90~100 words)

Bricks Story Reading 150

(100~130 words)

(130~180 words)

관계를 학습합니다.

Bricks Story Reading 230

(180~220 words)

(220~240 words)

(240~280 words)

(280~300 words)

www.hibricks.com

Workbook

Story_R_re_cv_spread_70_wb.indd 1-2

세트 구성

2019-09-02 오후 2:24:23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짧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며

Talk! Talk!

초급 학습자의 읽기 자신감을 키우는 리딩 교재

궁금증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가이드를

우화와 생활 동화, 과학 동화 등 짧고 흥미로운 스토리

제공합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생생한 일러스트레이션
COMPONENTS

Let’s Check!

다양한 일상 회화 표현과 어휘 연습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어휘를

풍부한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활동 제시

익히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
지 확인합니다.

스토리 리포트 제공
WB

MP3 File

Wrap-Up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Story Reading 70 1

e-Learning

70

Bricks Story Reading 70 2
Bricks Story Reading 70 3

Word Count

학습 대상

80~90

영어 학습
1.5년차

70~80

90~100

AR

Lexile

1.5~1.6

150~200L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통해 스토리의 흐름과 메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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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초등 중급(G3– G5)

STUDENT BOOK
New Words

Story Reading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쉬운 영영풀이로 새 단어 학습

스토리와 관련 정보 읽기

Skill Up

Reading Skill

Vocabulary & Comprehension

읽기에 흥미를 더해주는 재미있는 활동

리딩 스킬 학습을 통해 정확한 스토리 이해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Reading

Bricks Story
Reading 150 1-3

Let’s Talk!

Let’s Talk!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CEFR

A2

1

New Words

1

Bricks Story Reading 150 is a three-leveled reading series for high-beginning to
pre-intermediate learners. The reading content has been carefully structured into formats
designed to help learners build their vocabulary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efficiently.

Bricks Story Reading 150

쉬운 영영풀이로

Information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주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의미를 학습합니다.

정보글 읽기를 통해 주제에
대해 더욱 폭넓은 학습을

(100~130 words)

(130~180 words)

Bricks Story Reading 70

(70~80 words)

(80~90 words)

할 수 있습니다.

(180~220 words)

Bricks Story Reading 230

(90~100 words)

(220~240 words)

(240~280 words)

(280~300 words)

www.hibricks.com

Workbook

Story_R_re_cv_spread_150_wb.indd 1-2

세트 구성

Comprehension

Vocabulary

2019-09-02 오후 2:36:58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세 가지 형식의 문제 풀이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어의

통해 본문 내용을 정확히

쓰임새와 의미를 학습합니다.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길고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읽으며

속독과 다독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리딩 교재
자연스러운 문맥의 다양한 언어상황 경험
주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 제공
COMPONENTS

Story Map

리딩 스킬의 기본 개념 이해와 활용

글의 흐름을 파악하며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읽기 전, 후 활동으로 Speaking, Writing 연계 학습

Skill Up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스토리 리포트 제공
WB

통해 읽기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MP3 File

Reading Skill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E-Book

Download

교재명
Bricks Story Reading 150 1

e-Learning

72

Bricks Story Reading 150 2
Bricks Story Reading 150 3

Word Count

학습 대상

130~180

영어 학습
2년차

100~130
180~220

AR

Lexile

2.5

300~400L

분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Summary
글의 요점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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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2+

초등 중급(G4- G6)

STUDENT BOOK
New Words

Story Reading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노출

영영풀이와 예문으로 새 단어 학습

스토리 읽기 활동

Summary & Share It!

Reading Skill

Vocabulary & Comprehension

내용 정리 및 나의 생각 써보기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글을 분석하는 연습

스토리 어휘와 내용 확인 문제

Unit 14

Theme: Go Abroad
Reading Skill: Point of View

A Eurail Trip

NEW WORDS

New Words

28

v. to think about and choose

decide

학습할 단어의 영영 풀이와

They decided to have pizza for dinner.

예문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n. a place where people walk between sitting
areas

aisle

알고 문맥상에서 어떻게

The aisle is empty. No one is walking around.

Let’s Talk!

Bricks Story Reading 230 is a three-leveled reading series for intermediate learners.
With Bricks Story Reading 230, learners will acquire all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natural
fluency with English for the intermediate level.

compare

v. to see how things are similar

blush

v. to become red in a person’s face

conductor

n. a person on a train who collects tickets

journey

n. a trip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쓰이는지 학습합니다.

She blushes when she makes a mistake.

ink the
you th
Why do oks happy?
lo
family

the true sentence.

The train conductor collected tickets.

The family is waiting for their flight.
The family is walking across a desert.

활동을 통해 그림과 글의 상응관계를

Our journey was from Vietnam to Cambodia.

The family is waving their hands.

110

Unit 14

111

(280~300 words)

Bricks Story Reading 70

(80~90 words)

v. to go to; to come to

L
Check

사진 속 내용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Workbook

이해합니다.

(70~80 words)

ALK!
ET’S T

Check the True Sentence

Bricks Story Reading 230

(240~280 words)

approach

She compared her homework with mine.

1

(220~240 words)

v. to talk about what to do

A bus approaches the bus stop.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A2

1

discuss

Let’s discuss the homework.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학습할
CEFR

Reading

Bricks Story
Reading 230 1-3

Let’s Talk!

Bricks Story Reading 150

(90~100 words)

(100~130 words)

(130~180 words)

(180~220 words)

A Eurail Trip

www.hibricks.com

Story_R_re_cv_spread_230_wb.indd 1-2

but the carriage numbers are different. You are in
Carriage 1. This is Carriage 2,” said Sally.

29

“I’m sorry,” the boy said. He blushed on his way to his
carriage.

2019-09-02 오후 2:50:09

The ride was smooth and comfortable. We entered a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Sally and I were going to Paris from Italy with a Eurail

tunnel. Then there was a sudden stop.

pass. We were both excited about Paris. It takes about ten

“What’s wrong?” I asked.

hours, so we decided to go by EuroNight. We got on the

“I don’t know,” Sally responded.

train. I had the window seat, and Sally had the seat next to

The train conductor walked down the aisle. “Don’t worry,

the aisle. We discussed our plans for Paris.
“We have five days in Paris,” said Sally. “We must visit

다양한 구성의 교과 주제 스토리를 읽으며

Everything turned out okay. The train continued on its

“Yeah, but I want to eat French cheese with baguettes! I

Vocabulary

다양한 교과 주제에 대해 픽션과 논픽션으로 스토리 구성

1 She

“Well, the seat numbers on the tickets are the same,

1 How long are Peter and Sally going to stay in Paris?
a. for three days
b. for five days
c. for a week
d. for ten days

was from Vietnam to Cambodia.
aisle

112

the bus stop.
approaches

her homework with mine.
counted

compared

Reading Skill

B Complete the crossword puzzle using the clues.
Across

Unit별 워드리스트와 워드테스트 제공

2

1 a person on a train who
collects tickets
3 a place where people walk
between sitting areas

스토리 리포트 제공

1

5

d

c

4

c

Down

2 to talk about what to do

3

3 Why did the boy approach Peter?
a. to ask for directions
c. to check his seat

j

b. to get travel information
d. to ask about the sheep

Sally and

I

We discussed our plans for Paris.
“We must visit the Eiffel Tower and the Louvre,” said Sally.

교재명
Bricks Story Reading 230 1

e-Learning

74

Bricks Story Reading 230 2
Bricks Story Reading 230 3

Word Count
220~240
240~280
280~30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3년차

AR

Lexile

Third Person Point of View

Reading Skill

400~500L

tracks

seat

our plans, a boy came and said I was sitting
. However, it turned out he was in the
. Suddenly, the train stopped because

some sheep were crossing the

.

Share It!

Share It!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If you could visit Paris, what would you like to do?
I would like to

나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사고력과
작문 실력을 함께 키웁니다.

Example 1

Example 2

discussed

I would like to visit the Louvre.
I want to see the world ’s most
famous painting , the Mona Lisa .

I would like to spend some time at
the Eiffel Tower. I ’ve heard that
the night view from the Eiffel
Tower is so beautiful .

They
116

. The train started

moving again, and we went back to our
115

had the window seat, and Sally had the seat next to the aisle.
plans for Paris.

“We must visit the Eiffel Tower and the Louvre,” said Sally.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discussing

wrong

got on the train.

다양한 각도에서 글을 분석하는

carriage

in his

Sally and Peter were going to Paris on the EuroNight.

다양한 리딩 스킬 활동을 통해

2.5~3.0

planning

Sally and I were going to Paris by EuroNight. When we were

Unit 14

had the window seat, and Sally had the seat next to the aisle.

완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Summary

Complete the summary by filling in the blanks.

were going to Paris on the EuroNight.

We got on the train.

Peter

their

113

글의 요점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2 What was the carriage number on the boy’s ticket?
First Person Point of View

I

Download

Unit 14

Summary

1 How long does it take to go from Italy to Paris?

114

E-Book

이해했는지 체크합니다.

Rewrite the story selection in the third person point of view.

5 a trip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MP3 File

문제를 통해 본문 내용을 잘

4 What made the train stop?
A narrator tells the events ina.athe
story.
In the
first person point of view,
a
train
conductor
b. broken
lights
narrator tells the story usingc.the
I ”or “ We. ” In the third d.
person
thewords,
closed“ tunnel
the sheep crossing the tracks
point of view, a narrator tells the story using the words, “ He, ” “ She, ” or
C Write the correct answers.
“ They. ”

a

4 to see how things are similar

세 가지 다른 형식의 컴프리헨션

2 What does Sally want to do in Paris?
a. She wants to eat French cheese.
b. She wants to take pictures of the Louvre.
c. She wants to visit the Eiffel Tower.
d. She wants to buy baguettes.

invites

5 She

읽기 전, 후 활동으로 Speaking, Writing 연계 학습

mine.the best answers.
B with
Choose

decided

4 A bus

학습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ticket?” Sally asked

hadshowed
the seat us
nexthis
to ticket,
the aisle.and Sally compared it
2 PeterHe
politely.

3 Our

통해 단어의 의미를

F

1 Peter and Sally decided to go to Italy by EuroNight.

to have pizza for dinner.

journey

T

sitting in my seat,” he said.

enters

2 They
collected

Comprehension

A boy approached me. “Excuse me, I think you are

A Check T (True) or F (False).

when she makes a mistake.
blushes

재미있는 워드 퍼즐을

다양한 각도에서 글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본격 리딩 스킬 학습

“Peter, is that how you want to spend your time in
Comprehension
Paris? Eating?” Sally laughed.

A Choose the best words and fill in the blanks.

다양한 문장을 통해

journey. Finally, we went back to our planning.

can’t wait!” I replied.

Vocabulary

단어의 쓰임을 익히고

WB

of the tunnel. We’ll be moving shortly,” he said.

the Eiffel Tower and the Louvre.”

수준 높고 실질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리딩 교재

COMPONENTS

everyone. There are some sheep crossing the tracks ahead

They

Unit 14

117

75

Pre A1

유치-초등 초급(K3-G2)

STUDENT BOOK

핵심 어휘 학습

Look

Passage Reading

Words to Sentences

Comprehension

Picture Walking을 통한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논픽션 지문 읽기

주제 관련 핵심 단어 및
기본 문형 학습

내용 이해도 체크

흥미 유발

UNIT

07

E SCIENC

14

Key Words

Key Words

본문 속 핵심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학습

Under
the Sea!
WATCH

E

L

IF

Find
& Draw in =

15

LISTEN

there =

Find & Draw
각 본문에 쓰인 사이트
워드를 찾아 표시를 해보

What is in the sea?

며 읽는 연습을 합니다.

There is a shark.
There is a seahorse.

sea

합니다.

Reading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1-3 NEW

Key Words

There is a starfish.
There is a crab.
There is a turtle.

seahorse

Amazing animals
live in the sea!

starfish

crab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Look

LOOK

turtle

Circle a starfish in the picture.

사진을 활용한 간단한 활동으로
단어를 학습하고 주제에 친숙해

30

Unit 07

31

지게 합니다.

기본 패턴 문장과 기초 지식을 함께 배우는

논픽션 리딩 스타터

Words to Sentences
A Look and write the correct words.

Words to Sentences

문장을 완성하며 문장 구조

5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사진과 삽화

3

crab

76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3

starfish

shark

seahorse

B Complete the sentences.
3

Word Count
25~30
30~35
35~40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년차

AR

Lexile

1

There

2

There

There

1.1

70~100L

32

a turtle.

There is a seahorse.

Yes

No

There is a crab.

Yes

No

There is a turtle.

Yes

No

C Circle and write the correct answers.
a seahorse.

is

3

a starfish.

is

를 확인합니다.

turtle
2

is

하고 본문 내용의 이해도

There is a starfish.

B Circle the correct answers.
1

4

There

교재명

2

2

를 탄탄하게 익힙니다.

패턴 문장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액티비티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1
e-Learning

1

MP3 File

Download

다양한 문제를 통해 주요

There is a shark.

어휘와 문장 구조를 학습

학습한 어휘를 활용해 패턴

리딩에 꼭 필요한 사이트 워드 학습

E-Book

1

Comprehension

어휘를 확인합니다. 위에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기본 논픽션 어휘 학습

WB

A Check the correct pictures.

Under the Sea!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주제

쉽고 간결한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COMPONENTS

Comprehension

a crab.
is

1

Amazing animals live in the

.
classroom sea

2

There is a

.
crab seahorse
Unit 0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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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초등 초급(G1-G3)

STUDENT BOOK

핵심 어휘 학습

Take a Look

Passage Reading

Let’s Practice

Summary

Picture Walking을 통한

패턴 문단으로 구성된
논픽션 지문 읽기

•핵심 어휘 연습
•지문 이해 확인

내용 요약 및 정리

지문 내용 추측

Reading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1-3 NEW

Key Words

Yes or No
본문을 읽은 후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해 보며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UNIT

09

Y ErS
o
No

Starfish have
eyes on their arms.

19

Life Science

Crickets have ears on their arms.
Yes
No

They see with

WATCH LISTEN

their arms.

ces.
ge pla
stran
in
s
e
ns
ve se
ls ha
nima
a
e
Som
Snakes have smell sensors
on their tongues.
They smell with

Take a Look

their tongues.

Crickets have

사진 관련한 간단한 질문에 답

ears on their legs.

하는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Take a

l ook!

흥미를 높입니다.

18

Which animal has five arms?

KEY WorDS

They hear with

What amazing

their legs.

animals!

Trace.

Key Words
본문 속 핵심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학습하고 직접 따라

cricket

써보며 철자를 연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hear

starfish

see

tongue

smell

38

Unit 09

39

패턴 문장과 어휘 확장으로 읽기의 기초를 쌓는

쉽고 재미있는 논픽션 리딩

Let’s Practice
1

3

리딩 프로그램

여러 형식의 패턴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

Download

배경지식 습득을 위한 필수 논픽션 어휘 학습

e-Learning

78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3

45~50
50~55
55~65

g

m

They have smell sensors on their

e

e

단어와 본문 내용의 이해도를

.

확인합니다.

tongues scales

2

What do starfish do with their arms?
They

ll

with their arms.
hear see

SUMMARY

.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핵심

Where do snakes have smell sensors?

Look and complete the chart.

Amazing Animal Senses

animal homes

Summary

C Choose the correct answers.
have eyes on their arms.

1
a

Crickets

c

b

Starfish

Crickets hear with
Snakes

Starfish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2년차

AR

2

Lexile

Snakes smell with their
a

3

100~150L

40

see

b

.

their

.
noses

c

tongues

smell

c

hear

arms

d & Sa
uil

구조화 하며 내용을 정리합니다.

Snakes smell with
.

their
tongues

What do crickets do with their legs?
a

1.5

eyes

b

Jellyfish

글을 이미지와 함께 간략하게

Snakes

Starfish see with

y!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1

to

s

animal senses

추가 주제 어휘를 학습하는 speaking 연계 활동

Word Count

4

This text is about

글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위한 다양한 summary 활동

교재명

i

cke

n

B

E-Book

MP3 File

t

cr

u

B Check the main idea.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사진과 삽화
WB

1

2

h

ar

교과 내용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OMPONENTS

e

Let’s Practice

D Choose and write the correct words.

A Unscramble and write the words.

their
legs

.

Build & Say
Yummy!

추가 어휘를 패턴 문장에 적용해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with their feet.
taste

Butterflies

Unit 09

41

79

A1-A1+

초등 초급(G2 - G4)

STUDENT BOOK
Key Words

Passage Reading

Comprehension
Word Study

Summarize!

배경지식 공유

핵심 어휘 학습

패턴 문단으로 구성된
논픽션 지문 읽기

•지문 이해 확인
•핵심 어휘 연습

내용 요약 및 정리

Reading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1-3 NEW

Warm Up

Warm Up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에 답하며 학습할
내용을 추측해 봅니다.

01

LIFE SCIENCE

WATCH

KEY WORDS

Wallabies live in Australia.
They look like small kangaroos.
They can hop high. Wa l l a
by
They carry their
joeys in a pouch.

What animals live in Australia?

03

LISTEN

a
i
l
a
r
t
s
u
A

Look and write.

02

Australia

claw

Sugar gliders live in Australia.
They look like squirrels.
But they can glide!
They eat sweet things from trees.

In Australia, there are special animals.
Koalas live in Australia.
They have sharp claws.
They hang onto eucalyptus trees.
They eat the leaves there.

Australia

hang

Su g a r G l i d e r

hop

Key Words
본문 속 핵심 단어를 이미지와

K oa l a

함께 학습하고 한번씩 써보며
pouch

Do you want to see these animals?
Then pack and go to Australia!

익힙니다.

True or False

glide

True or False

본문을 읽고 글의 세부 내용을

Sugar gliders eat sweet things from trees.
True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잘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False

6

7

Unit 01

논픽션 어휘와 읽기의 유창성을 길러주며 배경 지식을 강화하는

논픽션 리딩 기본서

Word Study
C OMPREHENSION

Comprehension

A Check the main idea.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1

논픽션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주제 영역의 배경지식 학습

E-Book

MP3 File

Download

a

어휘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유형별 학습

a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1
e-Learning

80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3

75~80

영어 학습
2년차 이상

70~75
80~90

kangaroos

Sugar gliders

c

pouch

c

rabbits

.

b

tail

b

squirrels

C

AR

Lexile

2.1

200~300L

a

They can hang onto trees.

b

They can hop high.

c

They can glide.

hop

2

is a large country.

8

claws
pouch

.

Australia

4 The kids can

on one leg.

The Animals of Australia

Summarize

What do wallabies look like?
bears kangaroos .

What can sugar gliders do?
They can

.

Look and complete the chart.

They look like small
2

4

3 Eagles grab fish with their sharp

.

Circle the correct answers.
1

학습 대상

claw

c

4 Which is true about koalas?

비디오 자료로 지각과 감각을 자극하는 수업 구현
Word Count

Wallabies

3 Sugar gliders look like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다양한 Summarizing 활동

교재명

b

2 Wallabies carry their joeys in a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사진과 삽화
WB

Koalas

3

1 A joey is in the kangaroo’s

eat eucalyptus leaves.
a

2

plants in Australia

B Circle the correct answers.

Learning) 리딩 프로그램
COMPONENTS

1

.

animals in Australia

파악합니다.

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Choose and write the correct answers.

This text is about

글의 주제와 세부사항을

문장 속에서 핵심 단어

W ORD S TUDY

swim glide .

여러 유형의 graphic
organizer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구조화
하여 정리해 봅니다.

.

They have
Koalas

They hang onto eucalyptus trees.
They can hop high.

Wallabies

Sugar Gliders
in a pouch

They carry their joeys

.

They can

.

They eat

from trees.

sharp claws

sweet things

glide
Unit 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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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초등 초급(G3 - G4)

STUDENT BOOK
Passage Reading
Ever Wonder?

Check Up

Sum Up
Retell

배경지식 공유 및
어휘 학습

논픽션 지문 읽기

지문 이해 확인

지문 내용 정리 및 말하기

Reading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1-3 NEW

Unit Opener
New Words

Life Science

Homes
Owls live in tree holes
because they are not
good at building nests.

NEW WORDS

02

New Words

Listen and repeat. Then trace.

이미지를 통해 핵심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트레이싱을 통해 연습합

Unit Opener

01

글을 읽기 전 주제와 관련된 실사
이미지를 통해 호기심을 불러일으

Where Is
Your Home?

키고 배경지식을 쌓습니다.

Look!
제시된 사진을 보고 간단한 질문에

build

beaver

river

insect

seashell

carry

protect

L OO K !

답하면서 앞으로 읽을 글의 주제를
탐색합니다.

• Where do the owls live?
In the tree hole

니다.

nest

In the lake

6

unit 01

7

TEXT TYPE:

INFORMATIONAL TEXT

WHERE IS YOUR
03

몰입도를 높여주는 비디오를 제

HOME?

공합니다.

Nests

Watch!
글의 내용 이해를 돕고 학습의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논픽션 리딩 기본서

Each Passage

Download

학습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교과 주제 포함

Quiz!

82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3

90~100
95~105

100~110

ORGANIZE

Match and fill in the blanks.

1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a

where animals live

b

2 Eagles build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a

Animals
c

webs

3 Where do beavers build their home?
a

Their homes

Eagles

nests

b

Animals’ Homes

which animal has the best home

high in the trees.

lodges

old seashells
Beavers

Spiders

to keep their babies safe

b

to carry their winter food

c

to protect their soft bodies

catch

food

영어 학습
2년 이상

AR

Lexile

RETELL

1

Complete the conversation with the information above.

로 연습합니다.

build a lodge in a lake.
Beavers

Where do

Eagles

live?
animals

2
Hermit crabs live in old

2~2.3

ORGANIZE 다양한 graphic
organizer를 활용해 글의 내용을
RETELL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
으로 글의 핵심 내용을 스피킹 활동으

safe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sentences.

학습 대상

Sum Up

구조화하여 이해합니다.

They keep
for winter.

lodges

protect

.

their soft

.

Hermit crabs

bodies

They

They keep their babies

nests

4 Why do hermit crabs carry seashells on their backs?

What they do in their homes

They
and eat insects.

webs

c

b

a

9

SUM UP

CHECK UP

비디오 자료로 지각과 감각을 자극하는 수업 구현
Word Count

unit 01

Choose the correct answers.

Graphic Organizer와 Retell 활동을 통한 쓰기, 말하기 능력과 글 분석력 향상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1
e-Learning

8

확인 문제를 통해 글의 주제와

합니다.

It builds its
home in lakes
and rivers.
What is it?

Hermit crabs live in old seashells.
They carry the seashells on their backs.
The seashells protect their soft bodies.

They build the lodges in lakes and rivers.
They keep food for winter in the lodge.

간단한 퀴즈를 풀며 내용을 확인

!
Q ui z
Qu

Seashells

Beavers live in lodges.

Check Up

논픽션 필수 어휘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교재명

보를 제공합니다.

을 확장합니다.

글의 내용 이해와 몰입을 높이는 생생한 사진과 질 높은 삽화

E-Book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추가 정

으며 리딩 스킬을 기르고 지식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리딩 프로그램

MP3 File

Ever Wonder?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 글을 읽

쉽게 풀어 쓴 논픽션 글을 읽으며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ntent

WB

?

When a hermit crab
gets too big for its
seashell, it finds
a bigger one.

Lodges

COMPONENTS

Spiders live in webs.
They make the webs
between the trees.
They catch and eat
insects in their webs.

ev
e
ver
wonder

Eagles live in nests.
They build nests high in the trees.
They keep their babies safe in the nest.

논픽션 필수 어휘와 지식의 확장으로 읽기의 재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Webs

TCH!
WA
W
ATCH

.
lodges

200~300L

seashells

3
Spiders catch

in their webs.
insects

10

They live in

.

What do they do in their homes?
.

crabs
unit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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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초등 중급(G3- G4)

STUDENT BOOK
Passage Reading
Read & Say!

Word Study

Comprehension
Sum It Up!

Word Power

배경지식 공유 및 어휘 학습

논픽션 지문 읽기

주제 단어 학습

지문 이해 확인 및 요약

어휘 확장 연습

Read & Say!
글을 읽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말해봅니다.

New Words
단원의 핵심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학습합니다.

Think & Say!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며 앞으로 읽게
될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합니다.

Workbook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논픽션 어휘를 흥미로운 주제와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쉽게 익히는

논픽션 리딩 입문서

Word Hunt

You Know What?

간단한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추가

어휘를 익힙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Word Study

Comprehension

사실적인 삽화 또는 실사를 결합한 활동이

컴프리헨션 문제를 통해 글의

논픽션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입니다.

세부 내용을 체크합니다.

Word Power
논픽션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합니다.

논픽션 글을 읽으며 사회, 과학, 수학 등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리딩 프로그램
COMPONENTS

Write It!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초등 교과목과 미국 교과서 주제 연계로 실제 수업의 예습, 복습 기능

써넣어 문장을 완성합니다.

다양한 코너를 통한 논픽션 어휘의 반복 노출과 연습

적절히 배치된 사진과 사실적인 삽화가 내용 이해와 몰입도 향상
WB

MP3 File

E-Book

Download

Writing과 Summary 활동을 통해 글의 분석력 향상

교재명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1

e-Learning

84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3

Word Count

학습 대상

100~110

영어 학습
2~3년차 이상

90~100

110~120

AR

Lexile

2.1

300~400L

Sum It Up!
지문을 간략하게 구조화하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85

Reading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1-3

Think & Say!
New Words

Bricks Reading 170

E-BOOK

A2

MP3

초등 중급(G3- G4)

STUDENT BOOK
Word Study
Word Expansion

Passage Reading
Read & Say!

Comprehension
Organize It!

배경지식 공유 및 어휘 학습

어휘 심화 학습

논픽션 지문 읽기

지문 이해 확인 및 정리

Reading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1-3

Let’s Get Ready!
New Words

Word Study

Bricks Reading 170

문장 속에서 핵심 단어의
E-BOOK

MP3

의미를 학습합니다.
Bricks Reading 170

E-BOOK

MP3

Let’s Get Ready!
제시된 질문에 답을 하며
주제에 친숙해집니다.

Bricks Reading 170

E-BOOK

New Words

MP3

핵심 단어를 이미지와
함께 학습합니다.

Word Expansion
삽화와 함께 연계 어휘 학습
하며 어휘력을 확장합니다.

Read & Say!
글을 읽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말해봅니다.
Workbook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초등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교과 지식과 정보를 영어로 배우는

Contents Based 논픽션 리딩 교재

You Know What?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에

논픽션 글을 읽으며 사회, 과학, 수학 등 여러 교과 내용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리딩 프로그램
COMPONENTS

초등 교과목과 미국 교과서 주제 연계로 실제 수업의 예습, 복습 기능

재미를 더합니다.

Comprehension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주제와 어휘의 반복 및 심화

문장의 위치와 순서를 파악

글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하는 활동을 통해 문맥과
단락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논픽션 어휘 및 관련 어휘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확장 학습
WB

MP3 File

E-Book

Download

Writing 활동을 통한 영작 능력 향상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1
e-Learning

86

Organize It!
여러 유형의 Graphic
Organizer를 활용해 리딩
스킬을 기릅니다.

Graphic Organizer 활동을 통해 내용을 시각적, 논리적으로 요약
교재명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3

Word Count

학습 대상

140~160

영어 학습
3~4년차 이상

120~140
160~170

Paragraph Skill

컴프리헨션 문제를 통해

AR

Lexile
Write It!

2.5

400~500L

본문에 제시된 유용한
표현을 활용하여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봅니다.

87

초등 중급(G4- G5)

STUDENT BOOK
Build Vocabulary

주제 파악,
배경지식 공유 및 확장

핵심 어휘 학습
및 연습

UN IT 02

Photos & Characters
학습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실사

Read a Passage &
Nonfiction Text Features

Comprehend It!
Write It!

•다
 양한 주제의 논픽션 지문
읽기

•지
 문 이해 확인
•라
 이팅을 통한 문법 및
표현 학습

• 정보 확장 학습

TOPIC: Life Science ⊲ Animals ⊲ Chameleons
READING SKILL: Cause and Effect
TEXT TYPE: Expository Text

Build Vocabulary

Why Chameleons
Change Colors

이미지와 캐릭터를 통해 주제에

Fu l l 3 6

0-

predator

rival

핵심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n. one who competes or fights against for the
same thing

두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attract

n. the way a person feels at a certain time

v. to cause someone to be interested in
something

communicate

absorb

v. to share thoughts and feelings with others

v. to take something in

어휘 실력을 향상합니다.

re
e vie

w

| VISUALIZE | Look and match to complete the sentences.

y tongue

1

L o n g, s

ick

n
Lo

g tail

CEFR

2

3



The bird is

●

●

the green leaves.



The butterfly blends into

●

●

in a bad mood.



Christopher is

●

●

a predator of the lizard.

| APPLY |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sentences.

A2+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is a three-level 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reading series that helps intermediate learners acquire
English language and subject-area knowledge simultaneously. This series provides
various academic and informative subjects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and
future lives of learners. It enables learners to broaden background knowledge,
as well as improve their comprehension skills and critical reading abilities.

v. to tell someone of a possible danger or
problem

mood

d

자의 흥미를 높입니다.

1

warn

phrase to look similar to something as to not
be easily seen

•단
 락별 요지 파악
•G
 raphic Organizer를
통한 리딩 스킬 학습

Build Vocabulary

Track 04

blend into

n. an animal that hunts, kills, and eats other
animals

eg

관한 배경지식을 끌어내고 학습

Summarize It!
Focus on Skills

Reading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1-3

Take a Picture Walk
Think & Talk

t

A2+

Look! Chameleons have special
eyes, long tongues, and tails.
The most special thing is their
quick color-changing ability. But
there are secrets behind it!

Think & Talk
Workbook

주제에 관한 핵심 질문에

1

Features
A wide range of topics compatible to the interests and needs of learners
Visual elements to motivate learners to be highly engaged with topics
Essential academic vocabulary required to understand content-based texts
Various graphic organizers to enhance analytical reading and thinking skills

•
•
•
•

Think ?!
&
& Talk

답하며 본문 내용을 추측합니다.

LEVEL

communicate

Have you ever seen a chameleon?
What color was it?
Why do chameleons change their
colors?

rivals

warned



Plants



Many people



Male frogs sing to



The teacher



Ryan is the fastest in his class, he has no

attract

absorb

water from the soil.
with others by e-mail.
female frogs.
students to be quiet in the library.
in running.

12

UNIT 02

13

Components

• Student Book (Workbook included)
• e-Book with Access Code
• Downloadable Resources
• Online Learning Center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1
SUPERMOON

LEVEL

BIRTHDAYS

EARTHQUAKES

PETS

E-BOOK

CHAMELEONS

HAIL

MP3

(220~250 words)

FLAMINGOS

2

FLAMINGOS

TRUFFLES

LEVEL

MARS ROVERS

SOCIAL MEDIA

CODING

SKATEBOARDING

BUMBLEBEES

LEVEL

E-BOOK

WHALE POOP

E-COMMERCE WASTE

E-BOOK

MP3

MAGELLAN ROUTE

INFLATION

MP3

(230~260 words)

www.hibricks.com

SUPERMOON

PETS

Track 05

Why Chameleons

3
VOTE

CHAMELEONS

(240~270 words)

HAIL

Chameleons also change colors to warm

Change Colors

EARTHQUAKES

or cool their bodies. When the temperature

male

female

drops, chameleons turn a darker color.

That’s because darker colors absorb more
heat and keep it inside the body for longer.

KRW 15,000

But when chameleons need to cool off,

Chameleons are famous for being able to change colors. Many people think

they turn a light color, such as light green

it’s because they need to blend into the environment to hide from predators.

nonfiction240 워크북표지_NFS.indd 1-2

세트 구성

But that’s not true! Chameleons can move fast, so they can easily run away from

2019-11-12 오후 4:22:24

to reflect heat away. This stops them from

Chameleo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verheating. How awesome is that!

hungry predators. They actually change colors for other reasons. So what are they?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Sometimes, they change colors to blend into their surroundings. But most of the

time, it’s because of their different moods! When they are afraid, they turn darker
but when they are excited, they turn brighter. They may also change colors to

communicate with other chameleons. If they want to warn their rivals, they turn light

These amazing animals come in many

READING CHECK

different colors. You may have seen blue,

Which paragraph matches the title
“Temperature & Color Change”?

● 1st

● 2nd

yellow, red, pink, and green chameleons.

The next time you see them, try to guess

● 3rd

why they have changed into that particular

colors like red and yellow. What happens if they see a female they like? Then they also

color!

turn light colors to attract a mate!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영어로 배우는

Read a Diagram

After a fight, the winning chameleon turns
a bright color. The losing chameleon like
the one below, turns completely dark.

본격 논픽션 리딩 교재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What is the closest meaning for
the word “mate”?
● brother
● partner

스킬 학습

Comprehend It!
확인 문제를 통해 글의 주제와

Choose the correct answers.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Summarize It!
Paragraph 1

b. how chameleons get away from predators
c. why chameleons change colors



Chameleons usually change colors when

.

Paragraphs 2-3

학습자의 몰입도를 최대로 높이고 지문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풍부한 실사 이미지 제공

Paragraph 4

c. they express their different moods



When chameleons get excited, they turn
a. a dark color

주제와 관련된 필수 어휘 학습



b. a bright color

to communicate with
to hide from their predators

.

교재명

Why do chameleons turn dark in cold weather?
b. to blend into warm surroundings
c. to cool their body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1

88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2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3

220~230
230~240
240~27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AR
3.2

Lexile

Focus n Skills

500~600L

Mood

c. A chameleon is the only animal that can change colors.

본문에 나온 주요 문법과
표현을 확인하고 연습합니다.

Write It!


Communication

When ...,

Body
Temperature

Circle the best place for the word “when” in the sentence.



turn __________

being __________, happy



turn brighter

Graphic Organizer를 통해

being calm, relaxed



turn green or blue

to __________ rivals



turn brighter

to attract a mate



turn __________

to warm their bodies



turn darker



turn brighter

to __________ their bodies
cool off

brighter

darker

학습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조화하여 정리
합니다.

warn

Join the two sentences using the word “when.”
Octopuses need to hide from predators. They change colors.


16

Focus on Skills

Effect

being afraid, sick, stressed

excited

( a ) chameleons are afraid, ( b ) they turn ( c ) darker.



Cause & Effect
Cause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b. Chameleons may turn dark when they are scared of their rivals.

Write It!

their different moods
warm or cool their bodies

Why do chameleons change their colors? Complete the chart.

about It

!

e-Learning

Word Count

학습 대상

파악하고 paraphrasing
능력을 향상합니다.

c. a surrounding color

a. to absorb more heat



글을 요약하며 지문의 구조를

The next time you see a chameleon, try to guess the reason why the
chameleon has that color.

End

b. they meet other chameleons of the same color

Summarize It!

Complete the summary.

Chameleons mostly change colors because of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They also change colors 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chameleons and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iddle

a. they need to hide from nearby predators

15

Many people think chameleons change colors to match their environ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 there are other reasons
why chameleons change colors.

Beginning

a. how chameleons communicate with other animals

세부사항을 파악합니다.

스킬을 익힙니다.

their skin

● by changing the color of crystals in their skin
UNIT 02

Comprehend It!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 by changing the space between crystals in

14

논픽션 글의 주요 요소인 다이어그램, 차트, 지도 등 시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읽어내는

등으로 추가 제공하여 논픽션

Crystals are far from
each other. (yellow, red)

VISUAL CHECK

Talk

Download

Excited chameleon

Crystals are near each
other. (green, blue)

How do chameleons change their colors?

a. Female chameleons don’t change colors.

E-Book

Relaxed chameleon

WORD CHECK

다양한 Graphic Organizer와 Summary 활동을 통해 글의 분석력 향상

MP3 File

주제와 연계, 확장된 정보를

Chameleon skin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리딩 프로그램

WB

Read Nonfiction
Text Features

crystals inside
the skin

논픽션 글을 읽으며 과학, 사회, 경제, 예술 등 폭넓은 지식을 통합 학습하는 CLIL

COMPONENTS

Crystals for Chameleon’s Color

Chameleons have crystals inside their skin. They can change their colors by adjusting
the space between those crystals. As the distance between crystals increases,
chameleons turn into a lighter color.

Look at the chameleon!
Can you guess why the
chameleon turned brighter?
UNIT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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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Reading

Downloadable Resources
Word
Answer Key
& Translation Lesson Plan

List

Assessment
Test

Unit

Review

Actual

Placement

Worksheets
Usage

Translation

Unscramble

Dictation

Grammar

Organizing

Speaking

Script

E-Book

MP3

PPT

Flash Card

Video Clip

Spotlight on First Reading
Bricks Reading 30
Bricks Reading 40
Bricks Reading 50
Bricks Reading 60
Bricks Reading 80
Bricks Reading 100
Bricks Reading 150
Bricks Reading 200
Bricks Reading 250
Bricks Reading 300
Bricks Subject Reading
Bricks Intensive Reading
Bricks Reading Beginner
Bricks Reading
Bricks Reading Plus
Bricks Story Reading 70
Bricks Story Reading 150
Bricks Story Reading 230
Bricks Reading 30 Nonfiction
Bricks Reading 50 Nonfiction
Bricks Reading 80 Nonfiction
Bricks Reading 100 Nonfiction
Bricks Reading 120 Nonfiction
Bricks Reading 170 Nonfiction
Bricks Reading 240 Nonfiction

www.ebricks.co.kr

초등 초급(G1- G3)

A1

STUDENT BOOK

Best
Seller

Check Up

•그림을 통해 단원의
주제 파악
•주제와 관련된 어휘
학습

주요 표현을 이용한 짧은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어휘와 표현 익히기

Listen Up 1, 2
•대화 및 담화를 듣고

Comprehension 문제 풀이
•Focus on Sounds: 영어
발음에 대한 팁 학습

Skills Up & Speak Up

Unit Test

•듣기 전략을 제시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듣기 기술 향상
•주요 표현으로 역할극 활동을
하면서 말하기 능력 확장

해당 단원의 내용을
실전 테스트 유형을
통해 복습

Getting Started

Check Up

그림을 통해 해당 단원의

주요 표현을 이용한 짧은 대화문을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와

듣고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어휘와

관련된 어휘를 학습합니다.

표현에 익숙해집니다.

Listen Up 1, 2
주제와 관련된 대화문과
담화문을 통해 중심내용과
세부정보를 파악하며 Listening

Comprehension을 연습합니다.

Focus on Sounds
영어 발음에 대한 Tip을
제공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Unit Test & Review Test

파악하게 합니다.

공인영어시험 유형의 테스트를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을
통해 복습합니다.

Skills Up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듣기 전략을 제시하고
문제를 통해 연습해보면서
듣기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을 익히며

쉽고 재미있게 리스닝 기초를 다지는 교재
COMPONENTS

WB

Dictation Program

Speak Up
주요 표현을 이용한 역할극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초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일상적인 주제와 어휘, 의사표현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연습문제로 체계적인 리스닝 훈련
주요 표현을 이용한 역할극 활동으로 스피킹 스킬 향상

WORKBOOK

TOEIC, TOSEL 유형을 반영한 문제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훈련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된 워크북을 통해 학습 내용 복습

MP3 File

E-Book

Download

TG

수준에 따라 받아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Dictation Program 탑재

교재명
Bricks Easy Listening 100 1

e-Learning

92

Bricks Easy Listening 100 2
Bricks Easy Listening 100 3

Word Count

학습 대상

40~50

영어 학습
1~2년차

30~40
50~60

Word Time & Expression Time
 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주요 어휘와 표현을
다
복습합니다.

Dictation Time
Dictation을 통해 Writing 연습은 물론 정확한
지문 이해와 집중력 있는 듣기 훈련을 합니다.

93

Listening

Bricks Easy
Listening 100 1-3

Getting Started

A1- A1+

초등 초급(G2- G4)

STUDENT BOOK

Best
Seller

Topic 1, 2

Hear the Sound

Look Up & Check Up

Test

•짧은 담화를 듣고 주제와
관련된 어휘 찾기
•문장을 듣고 빈칸에 어휘
쓰기

대화와 담화를 듣고 그림
문제 및 Comprehension
문제 풀이

유사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을 구별하여 듣는
연습

•짧은 영영 풀이와 사진을
활용하여 어휘 익히기
•짧은 담화를 들으며 익힌
어휘 받아쓰기

Unit Test와 Review Test를
통해 해당 단원 복습 및 실전
테스트 감각 익히기

Getting Started

Topic 1, 2

앞으로 배우게 될 주제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와

관련된 어휘를 연결하고

짧은 글을 들어보며 실생활

간단한 Listen and Write
활동을 합니다.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1

Units 1-4

26

1-4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s or words you hear.

세트 구성

리스닝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리스닝 입문서

MP3 File

E-Book

Download

TG

94

b.

c.

유사한 소리를 내는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영영 풀이와

비교하여 들어보고 구별해

사진을 활용하여 이해를

3 a. squirrel

b. square

c. spear

돕습니다.

4 a. Disney

b. desert

c. disease

봅니다.

5-8 Listen and circle the correct answers.

5 How does the boy feel now?

초등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의 흥미로운 토픽

a. excited

b. angry

c. sad

6 Who helps people in the town in the talk?
a. police officers
b. doctors
c. firefighters

통해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30

WORKBOOK

실감나는 듣기 상황으로 흥미로운 리스닝 학습

Beginner_1SB_수정20200702.ind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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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와 영영풀이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어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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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 따라 받아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Dictation Program 탑재
교재명
Bricks Listening Beginner 150 1

e-Learning

2 a.

Look Up & Check Up

Unit Test와 Review Test를

짧은 대화와 지문부터 시작하는 리스닝의 기초 설계
Dictation Program

c.

Hear the Sound

Unit Test & Review Test

WB

b.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의 토픽을 들으며

COMPONENTS

1 a.

Bricks Listening Beginner 150 2
Bricks Listening Beginner 150 3

Vocabulary Check Up

Word Count

학습 대상

120~130

영어 학습
2년차

100~120
130~150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주요 어휘와
표현을 복습합니다.

Dictation
핵심 어휘나 주요 표현을 받아쓸 수
있는 딕테이션을 통해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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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Bricks Listening
Beginner 150 1-3

Getting Started

A1+- A2

초등 중급(G3- G5)

STUDENT BOOK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00 1-3

Getting Ready

Topic 1, 2

Look Up and Check Up

Unit Test

Review Test

• 주제와 관련된 질문 및 답하기
• 주제와 관련된 어휘 고르기
• 짧은 대화를 듣고 그림 문제 풀기

대화와 담화를 듣고 그림
문제 및 Comprehension
문제 풀이

주요 어휘에 대한
영영 풀이와 예문 제공

해당 단원의 내용
및 표현 복습

각종 시험 유형으로
실전 감각 익히기

Topic 1, 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문과 담화문의 2가지 토픽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Look up and
Check up
단어에 대한 그림 설명과
쉬운 예문으로 어휘의
이해와 단어 암기를
돕습니다.

Getting Ready
주제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워밍업을 합니다.

Review Test
Unit Test

Unit Test

1-2

다양한 문제를 통해

1

a.

각 Unit에서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b.
c.

E-Book

d.

4 a. Actually, I don’t like them.

b. Of course. I’m sure you will
love it.

b. I’d like to do it for you.

c. I don’t like fruity ice cream.

d. Why don’t you bake bread?

4개 Unit마다 있는 Review Test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통합적으로 복습하고, 시험에

/ 10

b. soup and salad

대비합니다.

d. pancakes with
butter
Units 1~4
Review Test
1
22

1-4 Listen and choose the best statement for each pictur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s to questions 7 and 8.
1
2
a.
a.

c.

a. green tea ice cream

b.

b.

b. orange ice cream

c.

c.

c. banana ice cream

d.

d. chocolate ice cream

c. You don’t like bread, right?

8 What will John do?

a.

a.

b.

b.

c. He’ll eat fruity ice cream.

c.

c.

d. He’ll go over to the Julia’s house.

d.

d.

b.

d.

a. pizza

b. pancakes

c. pasta

d. ice
b. cream

6 a.

c.

e-Learning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00 2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00 3

150~160
160~170

7-9

d. The girl and her mom wanted to help the two cats.

12-13

a. fish
d. She melts butter on the pan.
c. worms

b. hooks

a. pancakes

b. cheesecake

c. red roses

d. pancakes and roses

13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d. ghosts
UNIT 01 Cooking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s to questions 12 and 13.

12 What will the girl and her brother make for their parents?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11

a. Tomorrow is the girl’s parents’ wedding anniversary.
b. The girl and her brother will have a surprise.

a. in the park

b. on the streets

c. Last week, they made pancakes by themselves.

c. at a girl’s home

d. at the other’s home

d. They hope their parents will be happy.
Review Test 1

UNIT

01 Cooking

Vocabulary Check Up

31

Topic 1 • You re the Best Cook!

► Across
1. to stir and shake some things together

1

the fish over after 3

2. Please

A. Listen. Write the words and the meanings.

Words

Dictation

B. Complete the crossword puzzle.

65

5. smooth and soft

4

Meanings

1.

Sally:

minutes.

3

2

I’ll make some

66

for you. What do you want, Oliver?

.

Oliver:

I want

Sally:

You know I’m the

Oliver:

Let me help you, Sally. What do we

Sally:

We need

Oliver:

Oh, we have all of those.

Sally:

Okay. First, let’s

▼ Down

5

the butter in a pan.

1.
3. I

2.

at

pancakes.

milk into my cup.

4. to stir very quickly

3.

5.

blender

batter

green tea

freeze

mold

flour

in advance

powder

1. I put two spoons of curry

,

?

, milk, butter, and maple syrup.

the eggs in a

Vocabulary Check Up
듣기 문제, 퍼즐,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한 유형의 어휘 문제로 각

until they’re

in water.
.

학습 대상

6.

into the muffin cups.

2. Please pour the

is good for your health.

3. Drinking a cup of hot
7.

영어 학습
2~3년차

8.

5. I paid for the movie tickets
6. Let’s

9.

10.
4

to make a smoothie.

4. I put strawberries and yogurt into the

I can

Sally:

Then I’ll

Oliver:

It’s really hot, so be

Sally:

Okay. Next, I’ll

unit에서 배운 어휘를 복습합니다.

.

the

in the

.

Dictation

on my phone.
, Sally.

the water and make some ice cubes.

7. I poured the milk into the ice cream
8. Mix

Oliver:

.

UNIT 01 Cooking

the

butter,

,

and milk into the creamy eggs.

with water, sugar, and some salt to make batter.
5

6

High Beginner_1WB_2020.indd 6

96

d. She’ll wait for the kitten.

WORKBOOK

수준에 따라 받아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Dictation Program 탑재

130~150

b. She’ll go to the market.

c. She’ll make something to eat.

30

다양한 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하는 Unit Test와 Review Test

Bricks Listening High Beginner 200 1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s to questions 10 and 11.

a. She’ll stay there.

d.

8 Where did Max live before?

Word Count

d.

c. The kitten looked very sick.

10 What does the girl do when making pancakes?

10

단원별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Speaking과 Writing 연습

교재명

c.

b. The kitten’s mom came back.

C.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TG

b.

1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9-10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s to questions 9 and 10.
5-6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9 What does the girl’s dad make on Sunday mornings?
b.
c.
d.
5 a.

4.

Download

/ 13

10 What will the girl’s mom do next?

b. She flips the pancakes three times.
7 What does Elaine hate?
c. She adds maple syrup.

Warm-up → 다이얼로그 → 모노로그 순서의 체계적인 리스닝 학습 설계

Score:

a. The girl and her mom found a kitten.

a. She scoops up batter.

초등 교과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토픽

/

d.

4

a.

b. He’ll make ice cream.

Date:

9 What is the boy selling?

10-11

3

a. He’ll read a book.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a.

TOEFL, TOPEL, TOSEL 등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훈련
MP3 File

7-8

5 What will they do first?

리스닝 초ㆍ중급자를 위한 체계적 리스닝 훈련

Dictation Program

Score:

7 Which ice cream is Julia eating?

5-6

WB

a. ham and eggs
c. a sandwich and milk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d. Can you make me some ice
cream?

COMPONENTS

/

6 What does the boy want to eat?

a.

c.

3 a. Ice cream is too sweet.

좀 더 길어진 대화를 들으며 리스닝 실력을 기르는

2

b.

d.

3-4

복습합니다.

Date:

06

Listen and choose the best statement for each picture.

토픽을 들으며 핵심 어휘와 주요
표현을 받아쓰며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2020-07-03 오후 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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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Best
Seller

A2- B1

초등 중급(G4- G6)

STUDENT BOOK
Topic 1, 2, 3
3개의 토픽을 듣고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배경지식 함양

Best
Seller

Comprehension
문제 풀이

Look Up & Check Up

Listening Skills

Test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와
예문을 통한 어휘력 향상

유창한 듣기 학습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리스닝 스킬 습득

Unit Test, Midterm/
Final Test를 통해 각종

LOOK UP & CHECK UP

영어시험 대비

06

always

math

adv. all the time

n. the study of numbers, shapes, and
amount

The stars are always in the sky.

Brady likes to count. He likes math.

artist

miss

n. painter

v. to feel sad at the loss of someone or
something

Peterson is an artist. He paints pictures very
well.

Good bye. I will miss you so much.

assistant

move

n. helper

v. to go from one place to another

Mr. Nelson is an assistant doctor. He helps
other doctors.

Linda moved from Japan. She came from Japan
to live here.

be born

next to

phrasal verb. a baby comes into the world to
begin its life

prep. beside something; near; close

Grandma was born in Paris in 1932.

Can I sit next to the window?

elementary school

pleasure

n. primary school

n. a feeling of happiness

When you are 8 years old in Korea, you go to
an elementary school.

It’s my pleasure to help you.

something

grade

n. a thing which is not named

n. year in school

Let me get you something to drink.

Chris started school 2 years ago. He is in
second grade.

speak
hope

v. to say words
My aunt can speak Italian.

v. to want something to happen or be true
I hope I get a good score on the test.

teach

make a friend

v. to give lessons
Mr. Wilson teaches history.

phrasal verb. to begin to know and like
someone
Mike finds it difficult to make friends because
he is too shy.

UNIT 01 Greeting

세트 구성

Warm Up 짧은 대화문을
듣고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Topic 1, 2, 3 주제와 관련된 3가지
토픽을 듣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

주제에 익숙해집니다.

하는 문제를 통해 듣기 실력을 향상합니다.

Look Up & Che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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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Skills 실생활에서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와 예문을

필요로 하는 듣기 기술을 연습하여

통해 어휘를 학습합니다.

듣기 학습의 기본기를 다집니다.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장문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이는

리스닝 교재의 Best of Best
COMPONENTS

WB

Dictation Program

사회, 과학, 문학,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

Unit Test, Midterm & Final Test
Unit Test로 각 유닛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Midterm/Final Test를 통해 전체적으로 학습한

장
 문의 대화와 지문 듣기를 통한 리스닝 실력 향상

지문의 내용과 길이, 어휘, 문형, 녹음 속도 등 난이도 차이가 분명한 단계별 학습
TOEIC, TOEFL 유형의 문항으로 iBT 대비

Unit 01 Greeting

Download

TG

교재명
Bricks Listening 250 2
Bricks Listening 250 3

Word Count
100~150
150~200
200~250

Meanings

100

Words

Meanings

INTRODUCING EACH OTHER

Clark:

Yes, it is.

Alice:

Is she

Clark:

Yes, she is. What’s

9.

:

2.

:

10.

:

Alice:

Alice.

3.

:

11.

:

Clark:

What’s your last name, Alice?

4.

:

12.

:

Alice:

Miller.

5.

:

13.

:

6.

:

14.

:

7.

:

8.

:

영어 학습 4년차

15.

:

16.

:

Clark:

in our

Eugene,

Eugene:

Hi,

the

about

.
is Eugene Kim. I
from Seoul, Korea.

Hi, Alice. I’m Clark, Clark Hastings.

Alice:
Clark:

Alice:

1. pleasure

to say words

2. teach

year in school

3. speak

painter

Miss Wells’s

to

.

to

,

Miss Wells,

.

and I

to be
I can

a

meet you all.

.

Alice. Alice, this is Miss Wells.

Hello, Miss Wells.

4. math

a feeling of happiness

5. grade

the study of numbers, shape and amount

6. artist

to give lessons

you a

of George

4

Mr. Gonzales:

in your

Miss Wells: Hi, Alice. I’m Katherine Wells.

영어 학습 3~4년차

Hello, Eugene!

.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so please help me. Nice to

B. Match the words to the definitions.

영어 학습 3년차

Class:

?

.

학습 대상

102

a

to Eugene Kim.

class.

?

:

A NEW STUDENT, EUGENE KIM

Mr. Gonzales: Good morning, everyone. We

101

Is this Miss Wells’s room?

1.

bricks listening-wb-1권_00.indd 4-5

98

Alice:

A. Listen and write the words. Then write the meanings.

E-Book

Bricks Listening 250 1
e-Learning

 VOCABULARY CHECK UP
Words

TOPIC 2

 DICTATION
TOPIC 1

수준별 받아쓰기 연습이 가능한 Dictation Program 탑재
MP3 File

내용을 점검합니다.

WORKBOOK

Alice:

Thanks, Eugene. Please sit down

Eugene:

Yes, Mr. Gonzales.

Samuel:

Hi, Eugene. I’m Samuel Jackson. Nice to meet you.

Eugene:

It’s a

Samuel:

Ask me anything. I’ll

Eugene:

Thank you, Samuel. It’s

Samuel:

It’s my

to

Samuel.

you,

Vocabulary Check Up
듣기 문제와 퍼즐을 통해 각 unit에서
배운 어휘를 복습하여 어휘력을
다집니다.

.
.
of

.

.

Yes, I am.

Miss Wells: Are
Alice:

?

Mr. Gonzales:

Yes, I

?

Dictation

L.A.

UNIT 01 Greeting

5

17. 11. 29. 오후 7:50

정확한 듣기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듣기 실력을 다집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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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Listening

Bricks
Listening 250 1-3

Warm Up

A2- B1

초등 중급-고급(G4- G6)

STUDENT BOOK
Topic 1, 2, 3

Listening Skills

Look It Up

Unit / Review Test

주어진 상황에 맞춰 묻고
답하면서 배경지식 익히기

같은 주제를 다른 형식의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들으며 이해력 키우기

듣기에 꼭 필요한
리스닝 스킬 익히기

영영 풀이와 예문을 통해
주요 어휘 학습

TOEFL, TOEIC, PELT,
TOSEL 실전 테스트

Listening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250 1-3

Warm Up

Listening Tip

Let’s Speak

지문 내용을 미리 추측해 보도록

간단한 Q&A 형식으로
어휘 학습과 Speaking
훈련을 합니다.

하여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팁을
제공합니다.

Listen and Check
80~90 단어의 짧은

Summarize & Speak

대화를 듣고, T/F 문제를
풉니다.

Topic 3의 Monologue 지문을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Listening Skills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Listening Skills를
습득합니다.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어휘 학습을 위해 영영 풀이와
예문을 제공합니다.

Unit Test & Review Test
세트 구성

Unit에서 배운 단어와 표현으로
재구성된 지문을 바탕으로 TOEFL,
TOEIC, TOSEL 유형에 대비합니다.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Teacher’s Guide(별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실전 테스트 준비까지

고급 리스닝 실력 도약을 위한 최적의 교재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주제 중심의 토픽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사고를 돕는 문제 유형
COMPONENTS

WORKBOOK

정확한 리스닝 실력 향상을 위한 장문 듣기·받아쓰기

듣기에 꼭 필요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Listening Skill

Dictation

리스닝과 스피킹의 연계 학습이 가능한 Oral Summary
WB

MP3 File

Topic 1 Hello Teachers!
Mr. Fry:

1-03

Good morning,

. I’m John Fry, your
. And this is Ms. Daisy Bell, your

TOEFL, TOSEL, PELT, TOEIC 등의 실전 테스트 준비

Class:

Good morning,
to

Mr. Fry:

you,

. You’ll

Max:

Are we going to study

subjects in this

교재명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250 1

e-Learning

TG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250 2
Bricks Listening Intermediate 250 3

Word Count
150~200
200~250
250~300

학습 대상

학습 대상

영어 학습 3년차 이상

TOSEL Junior

영어 학습 3~4년차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Yes, Ms. Bell.

Emily:

Ms. Bell, can I

Ms. Bell: Sure.
Max:

.

That’s nice! I want to

?
you to some

a lot of
you

다양한 어휘 문제들을 통해 풍부한
단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

your
to come. I’ll

Ms. Bell: Hahaha. I’ll

TOSEL Intermediate
TOSEL Intermediate

to bring your

Class:

.

Dictation

.
when you are

토픽을 들으며 핵심 어휘와 주요
표현을 받아쓸 수 있는 딕테이션
코너가 있어 듣기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n

.
Max:

Really? I will be the

Mr. Fry:

Try to

in

! You will see.
, Max. Well, let me

the

6

WB-1권 OK(창조).indd 6

100

Vocabulary Check Up &
Build Up

?

will be in my room,

Don’t

Download

of the

with me this year.

Ms. Bell: No. The

E-Book

teacher.

!

7

20. 4. 28. 오후 3:45

101

B1- B1+

초등 고급, 중등(G5- G7)

STUDENT BOOK
Listen up
•대화 또는 담화를 듣고
그림 문제 풀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묻고 답하기
•짧은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주제에 익숙해지기

•Comprehension 문제 풀이
•요약하기

Speak up

Look It Up

Test

•주제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말하기
•서로 대화한 내용을 정리
하고 발표하기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와
예문을 통한 어휘력 향상

Unit Test, Midterm &
Final Test를 통해
각종 영어 시험 대비

LISTEN UP
UNIT

01

TOPIC 1 Challenge Yourself: A New Hobby

Favorite Things

Listen Up

03

Listening tip: Think about trying to do something new as a hobby.

LISTEN AND CHECK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Number the pictures in the correct order of the dialogue.
a

b

c

d

듣기 실력을 향상합니다.
LISTEN AGAIN AND CHECK

Choose the correct answers.
1. What is the dialogue mainly about?
a. various activities to enjoy on vacation
b. how to be safe when swimming in the ocean
c. why everyone should buy a snorkeling mask
d. how to succeed in snorkeling in the ocean
2. How did the snorkeling mask help Oliver?

Warm Up

d. It helped Oliver become a better diver.

Summarize

b. He suggests that Emma should learn to swim.
c. His family is planning to go to a beach.

A hobby is a great way to relieve stress. It also gives you joy. A
hobby can often be enjoyed with other people, so it is helpful to
create relationships as well.

d. He will apply to take a swimming class.

언스크램블, 두 가지 문장 중 한 개 고르기,

SUMMARIZE

 Do you have a hobby?
 Which hobby do you enjoy?

답하며, 짧은 대화를 듣고 이해

b. It made Oliver see through his eyes.

c. It made Oliver breathe through his nose.

a. He does not live near the beach.

THINK ABOUT THE TOPIC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묻고

a. It helped Oliver float better in the water.

3. What is NOT true about Oliver? (2 Answers)

WARM UP

Complete the main idea of the dialogue.
The dialogue is about a boy who is

Listen to the dialogue. Then check T(True) or F(False).
1. T

하면서 주제에 익숙해집니다.

2. T

F

3. T

F

요약문의 빈칸 채우기 등의 활동을 통해

anymore / snorkeling /
.

02

not afraid of / in the ocean

F

6

006055_본책(Level1U1~U6)_9교.indd 6-7

Speak Up

20. 2. 6. 오전 10:15

SPEAK UP Interview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06

Ask your classmates about hobbies and then complete the chart.

주제와 연관된 어휘 및 표현을

Is there any
other hobby you
want to try?

익히고 인터뷰, 롤플레이,

I want to try
to play the
electric guitar.

서베이, 디베이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말하기를 연습합니다.

What you want to try

 play the electric guitar / the drums / the
bass…

 I would like to join a band someday.
 Recently, I started becoming interested in sports.
 I am the type of person who enjoys adventure.

 draw cartoons

 I always read comic books, so I would like to
draw my own characters.

 cook

 I want to be a famous chef on YouTube in the
future.
What you want to try

adj. showing strong feelings about something
I am passionate about saving animals, especially lost
cats and dogs.

n. a place where people from one town meet for various
activities
I volunteer at a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teaching how to sing well.

physically

complain

regularly

sewing machine

n. a machine that uses a needle and thread
to sew something
My mom used her sewing machine to 1.
make clothes for my dolls.

figure out

shallow

phr. to understand or find a solution after some work
It took me an hour to figure out the math problems.

adj. not deep
The children’s pool is not dangerous because the water
is shallow.

garage

인터뷰, 롤플레이, 서베이,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band someday.

n. a shirt worn by a member of a sports team
When I go to a soccer game, I like to wear a team
jersey.

b. the keyboard

teenager

5.

10

E-Book

Date:

[1-18]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a

TG

a.

a. at a bookstore
b. in a study hall
c. in the playground
d. at a lending library

d

e-Learning

102

Bricks Listening 300 2
Bricks Listening 300 3

290~310
300~320
310~330

영어 학습 4년차 이상
영어 학습 4~5년차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c.

4.

d.

a.

b.

c.

d.

Liste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11 to 13.
11.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talk?

choose the conversation that does not make sense.

a.

b.

c.

6.

d.

a.

b.

a. Saving Allowance
c.

d.

b. Exciting Sports Mobile Games
c. Complicated Rules of the Game
d. My Hobby: Enjoying Baseball

What does Kevin do for his mom?

12. What does Andrew do on weekends?
a. He plays baseball with his friends.
b. He plays catch with his father.

a. making clothes

a. He doesn’t think the rules of baseball are complex.

b. riding bikes

b. He saves his allowance for the baseball season.

c. playing dress up

c. He cheers and eats hot dogs at the baseball park.

d. listening to rock music

d. He is happy at the baseball park.

12

UNIT TEST

006055_본책(Level1U1~U6)_9교.indd 12-13

a. A faster computer should be needed.
b. It is good to have ideas to make interesting
videos.
c. Video editing is important.
d. Sharing videos with people is helpful.

16. What did Alan learn about spaghetti?
a. Homemade spaghetti sauce is sugarless.

b. concerned
d. shocked

Date:

87

10. What is NOT true about Jacob?
a. He doesn’t feel good because of the math
test.
b. He will have an English test on King Lear.
c. He is studying Shakespeare.
d. He thinks Ann got a good grade by luck.

11. Why does Lily’s sister need help?

/

Score:

/ 20

b. Because he will grow his hair.
c. Because it is hard to grow his hair.
20.
a.
b.
3. What does Liam
suggest
Joy do?
d. Because sick kids like other things.
a. stay at home more often
b. meet his friends once a week
c. have more interesting hobbies
d. prepare John’s birthday party

c.

MIDTERM TEST

WORKBOOK

평가하고 실전 시험에 대비합니다.

a. how to go to Busan
b. where to go for a memorable trip
c. how long to stay in Seoul
d. what to eat for lunch

18. What is NOT true about the dialogue?

a. an article about personality types
b. the solution to their health problem
c.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health
d. research results about the risk of heart
disease

a. their favorite film of all time
b. the film’s special effects
c. how high dolphins can jump
d. the storyline of the film

중간·최종 시험을 통해 실력을

17. What are they talking about?

13. What are they talking about?

55

Midterm & Final Test

a. They design both indoor and outdoor
spaces.
b. They plan a building’s appearance.
c. They don’t consider the disabled.
d. They work on public or private projects.

a. to prepare and review lessons every day
b. to read the textbooks again
c. never to doze in class
d. to ask teachers during the break

9. What20.
are
they
talking about?
2. 6.
오전 10:17

a. Joshua will go to find another vending
machine.
b. Layla will visit the vending machine
company.
c. Joshua will fix the vending machine.
d. Layla will call the vending machine
manager.

a. to go for an interview
b. to apply online
c. to apply online and do an interview
d. to visit his local public office

16. What is NOT true about architects?

12. What is NOT a tip from Sally?

d.
8. What did Paul do right after falling?
a. He checked his knees.
b. He stood up.
c. He dug a hole in the ground.
d. He shouted, “Help me!”

4. What will happen right after the talk?

15. What will Justine need to do to get an
ESTA?

a. Lily doesn’t have enough time.
b. The exhibition place is too far from her
house.
c. Her sculptures are heavy.
d. Lily has not completed her work yet.

a. He will get his test result.
2. For how long will the workshop go on?
b. response
He will study for the test.
14. Why does Janet suggest Dean donate
[19-20] Listen and choose the best
a. 5 hours
b. 8 hours
other things?
for the last person’s statement. c. He will take a personality test.
c. 9 hours
d. 12 hours
d. He
a. Because he has little money to donate.
19. a.
b.
c.
d. will tell about his personality to others.

006055_본책(Level1U1~U6)_9교.indd 사용자 정의 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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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6. 오전 10:15

d. Pepper goes in spaghetti sauce.

9. What is NOT a tip that Amy gave to Felix?

a. She likes to show off her pictures.
b. S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photographer.
c. She can recall the feelings of those days.
d. She can sell her pictures.

/ 20

d. He plays a game on the computer.
13. What is NOT true about Andrew?

b. Tomatoes in spaghetti should be sweet.
FINAL TEST
c. Spaghetti sauce needs a little sugar in it.

a. satisfied
c. touched

a. Her mom wanted her to cut her hair.
b. She wanted to look younger.
c. Her long hair was hard to manage.
d. She was tired of her long hair.

4. Why does Dana keep taking pictures?

01 Favorite Things

c. He goes to the park near his house.

What is NOT a hobby of Jessie and Melissa?

12. What are the advantages of writing
[1-18]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5. What will Issac do this week?
essays in the talk? (2 Answers)
a. Randy
He will refund his ticket.
1. What will they 17.
do after
the
What
dodialogue?
Randy’s parents want
a. to write a story better
b. He will go to Europe.
to be in the future?
a
b
b. to organize one’s thoughts more logically
a. a math teacher like his mom c. He will buy seats on an airplane.
c. to speak one’s thoughts more clearly
b. anything that he wants to be d. He will take extra classes.
d. to remember the content better
c. a lawyer like his dad
d. a person who can make a lot of money
6. What was a thing the girl must NOT do?
13. Why does Baron think that Sue has a
a. to share notes
c
d
talent for playing the piano?
to stand up
18.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b.dialogue?
a. She is teaching herself how to play the
c. to have a break
a. Sean is writing a diary.
piano.
d. to story.
check her phone
b. Sean is working on writing a crime
b. She can play many types of music.
c. Sean has named his main characters.
c. She can play other instruments as well.
d. Sean needs to be creative.
d. She is good at composing songs.
7. What will Bill do right after the dialogue?

8. Why did Lyn change her hairstyle?

a. learn how to make foods
b. try healthy foods
c. lose his weight
d. do more exercise

Score:

a. She eats an unbalanced diet.
b. She likes sugar too much.
c. She eats too little.
d. She doesn’t eat healthy food.

11. How does Randy feel?

a. She plays badminton these days.
b. She knows how to play badminton.
c. She thinks that posture is important for
table tennis.
d. She will keep practicing table tennis.

3. What does Sally suggest Teddy do?

/

54

학습 대상

b.

15. What problem does Tim’s sister have?

a. to explain the benefits of companion
animals
b. to warn against sharing homes
c. to provide tips for keeping animals
d. to explain kinds of companion animals

d.

7. What can NOT be inferred about Flora?

딕테이션을 통한 정확한 듣기 실력 항상

Bricks Listening 300 1

c.

b

c

장문의 대화 • 담화 듣기를 통한 고난도의 리스닝 연습

Word Count

b.

6. Where are they?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

교재명

10.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5. Which conversation sounds unnatural?

1. What does the man do?

14. What is NOT true about the dialogue?
a. They watched a 4D movie.
b. Lucas felt tired after watching the movie.
c. Jenny was one of the film staff.
d. They got hit with cool air.

a. They took exams every day this week.
b. Aaron reads the history textbook
repeatedly.
c. It is not easy for Aaron to study history.
d. Kara thought the exams were difficult.

[19-20]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for the last person’s statement.

19. a.

b.

c.

20. a.

b.

c.

104

d.
d.

FINAL TEST

105

UNIT

A. Listen and write the words and meanings.

passionate

shallow

physically

teenager

neighborhood

jersey

retire

figure out

63~67
67~70
70~74

TEPS

450~470
470~490
490~510

Words
Words

Meanings

Meanings
Meanings

2. It took me an hour to

1.

:

11.

:

2.

:

12.

:

3.

:

13.

:

4. I am

4.

:

14.

:

5. When my father was a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o

2. at the same time of each day, week,
month, etc.

7. This

3. the center of attention, especially
on a stage
4. an object that is played to make
musical sounds
5. to tell that something is not good

4

Hi, Oliver. How was your
Great! I

Emma

I thought you were

Oliver

I was, but that’s

.

t

r

e

the

Emma

So, how was this trip

Oliver

The ocean we went to

What’s that?

Oliver

I bought a new

Well, I can’t

now.
Emma

How about learning
Then you can

and

Oliver

.
?

go to Laguna Beach in southern

California. I hope I can
, so I didn’t have to

Emma

Oliver

Right! I don’t know why I did not

3. show off
a. Amy: He doesn’t have enough time, so he will show off his appointment.

, Emma.

what you are
snorkeling

b. Mike: She tries to show off her wealth, so I don’t want to meet her.
c. Jason: We have to show off our passports at the airport.

i

. Now, I can just
01 Favorite Things

5

6

in the deep sea then.

You can do it!

the

designed to

Ah! I know

Vocabulary Check Up

.
. My family

is

. My feet

Emma

?
in the

I’m already

TOPIC 2
Mia

Be a Superhero

about. Is it a
?

the

90

Lucas, what are you making? Is it a

?

is two

다양한 유형의 어휘 문제를 통해
각 unit에서 배운 어휘를 충분히
복습합니다.

.

my nose while snorkeling.

b. Mike: My brother drowned on his way down the stairs.
c. Jason: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drown in the sea.

.

very often because I don’t live
, but snorkeling is one of my

.

. And there is
Emma

Oliver

like you found a

the

. In the past, I was so

worry about

2. drown
a. Amy: He drowned while he was playing soccer.

r

It

. Also, I couldn’t

with my mouth

healthy.

Emma

in the ocean.

how to

is safe because I know everyone who lives here.

b. Mike: His car is usually parked in the garage.
c. Jason: It’s harvest time in the garage.

l

. I miss

89

to Hawaii?

of

D. Choose the person who correctly uses each word.

i

m

Emma
Oliver

1. garage
a. Amy: The plane is landing at the garage.

p

i

Challenge Yourself: A New Hobby

, he used to play on the basketball team.

8. I have jogged every day for three years to be

u

g

.

about saving animals, especially lost cats and dogs.

6. The children’s pool is not dangerous because the water is

B. Look at the definitions and complete each word box.
1. clothes worn to play a role or
character

after 5 years.
the math problems.

3. When I go to a soccer game, I like to wear a team

and I don’t need to worry about
.

TOPIC 1

88

1. My grandmother says that she will

iBT TOEFL

DICTATION

C.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VOCABULARY CHECK UP

Words

Download

c. He performs regularly.

a.

d. He 20.
introduces
a new hobby to his mom.
2. 6. 오전 10:15

44

a. She will take Sara’s picture.
b. She will dye Sara’s hair.
c. She will fix Sara’s hair.
d. She will go to the beauty salon.

수준별 받아쓰기 연습이 가능한 Dictation Program 탑재

b. He has a job.

the best response for the last person’s statement.

11
b. He makes
her pancakes every morning.

2. What will Sara’s mom probably do next?

MP3 File

d.

c. He cooks her breakfast every weekend.

중•상급 학습자들을 위한 스피킹 연계 리스닝 교재

TOEFL, TOSEL, TOPEL, TOEIC 등의 실전 테스트 준비

c.

UNIT 01 Favorite Things

MIDTERM TEST

스피킹 활동을 통해 리스닝과 스피킹의 연계 학습

b.

a. He cooks with his mom.

10대의 실생활 주제로 듣기는 물론 말하기까지 함께 익힐 수 있는

Dictation Program

a.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8.

WB

a. He plays cover songs.
d.

n. a young person aged 13 to 19
When my father was a teenager, he used to play on
the basketball team.

006055_본책(Level1U1~U6)_9교.indd 10-11

COMPONENTS

d. the drums

c.

d. He holds concerts with his friends.

3.

7.

발표합니다.

c. the guitar

b.

phr. to be easily noticed
I can always find my sister in a crowd because her
pink hair stands out.
Listen and

neighborhood

What instrument does Lacey’s granddad play in his band?

10. What is NOT true about Lacey’s granddad?

stand out

n. an area close to one’s home; the people who live in
a particular area
This neighborhood is safe because I know everyone
who lives here.

디베이트의 내용을 정리하여

9.

a. the bass

n. the center of attention, especially on Listen
a stage and choose
I did not enjoy being in the spotlight when I was a kid.

jersey

/ 13

각 Unit에서 배운 주제와 연관된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합니다.

spotlight

Example: Sara wants to try to play the electric guitar because she would like to join a

Score:

Liste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9 and 10.

2.

phr. to let people watch something because you are
proud of it
a. to
He tries to show off his success, so I don’t want
meet him.

n. an object that is played to make musical
sounds
I want to know how to play a unique
musical instrument.

/

Unit Test

show off

instrument

Speech Note

Date:

08

Listen and choose the best description for each picture.

v. to die by not being able to breathe underwater
We have to wear a life vest not to drown in the sea.

drown

Write about your classmates. Then make a speech.

UNIT TEST

retire

v. to stop working, usually at around 60 years old
My grandmother says that she will retire after 5 years.

n. the part of a house where the cars and other things
are often stored
My dad’s car is not parked in the garage now.

Speech Note

통해 어휘 실력을 향상합니다.

adv. at the same time of each day, week, month, etc
I visit the dentist regularly, about every six months.

n. clothes worn to play a role or character
Everyone wore a costume to the
Halloween party.

Why you want to do that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와 예문을

adv. in a way that relates to the body
I have jogged every day for three years to be physically
healthy.

costume

 play basketball / football / tennis…
 do extreme sports like paragliding, rock
climbing, etc.

Name

passionate

adj. moving around a lot or doing lots of things
My granddad is nearly 80, but he is still very active.

v. to tell that something is not good
I was very unhappy with my dinner at the restaurant,
so I complained.

Why you want to do that

Look It Up

07

active

community center

I would like to
join a band
someday.

Why do you want
to do that?

Ideax
Bo

들은 내용을 요약합니다.

7

UNIT 01 Favorite Things

Lucas

It is not for Halloween, but a

Mia

What is cosplay?

Lucas

We

Dictation

.

like our favorite
our

and
to other people.

01 Favorite Things

7

정확한 듣기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듣기 실력을 다집니다.

103

Listening

Bricks
Listening 300 1-3

Warm Up

B1+- B2

중등 초급-중등 고급(G6- G8)

STUDENT BOOK
Preview Vocabulary

Topic 1, 2, 3

각 토픽의 소개말과 간단한
질문을 읽으며 토픽에 흥미
갖기

•주요 어휘의 영영 풀이를 통해
의미 익히기
•주요 어휘의 예문을 활용해
문제를 풀면서 어휘력 향상

01
Career
UNIT

•Comprehension 문제
풀이

PREVIEW VOCABULARY

advanced

develop
v. to create something by intentional effort over

time

edible

질문에 답하며 흥미를
높이고 배경지식을

adj. safe or suitable for eating

employee
n. a person who works for another person or a
company for money

TOPIC 2

TOPIC 3

freelancer
n. someone who works with different companies

These days, we can find some jobs we have never seen before. Let’s talk about some unique jobs that
you know and why they have appeared.

20. 10. 3. 오후 12:42

TOPIC 1

Topic 1, 2, 3

b. advanced

a. shortage

1. The girl’s father is working as a freelancer.
2. The boy had positive opinions about a freelancer.
3. The girl has decided to work as a freelancer.

파악하는 연습을 합니다.

B. Listen again and answer the questions.

B. Listen again and answer the questions.

1.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talking about?

1. What is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 b. create game rules and structures.
• c. draw images of the game.

c. convinced

d. simulated

b. companion

c. degree

b. why people need to make enough money
c.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orking as an employee

2.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what is true about freelancers?
a. They have little lifestyle flexibility.
b. They have less work opportunities than employees.
d. They can have social support from a company they belong to.
06

3. What is the boy’s attitude toward freelancers?

UNIT TEST

Unique Jobs

b. The boy is working on a programming job.

a. He respects freelancers because of their ability.

T

advanced
degree
grades
1. Pet food testers eat pet food to show it will be safe for pets.

portfolio
programming
fillundertakers
in the blanks.
C. Review what you have heard2. and
Digital
can delete the data we left online.

F

C.

c. He thinks freelancers are too busy to have free time.
[1 – 3] Listen and answer each question.
d. He prefers freelancers because they have more income potential.
1.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talking about?
[7 – 9] Listen to the talk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ame ﬂexible independently
a. people eating toxic food
promoted steady support
7. What
the talk
mainly
about?
Review what
youishave
and
fi
ll in the
blanks.
b.heard
unusual
jobs
related
with food
b. why the form
of energy changes
Working
Employees d.
…animal-related jobs recently appearing

languages.

office they belong to.

c. Kinetic energy means energy that is in motion.

d. some jobs and why they have appeared

computer
5. have
skills, such as algorithms.
to go to a university.
2.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report?

3. What
NOTstays
be inferred
from the letter?
d. The amount
of can
energy
the same.
a. Zoey Kim is in her senior year at school.
What can beb.inferred
from
the talk?
Zoey Kim
worked
at another game company.

b. Kinetic energy
existgame
at thecompany
bottom of
hill. artists.
d. Thedoesn’t
computer
is ahiring

c. Insects have not been considered safe food substitutes.

[4 – 6] Listen to the talk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0.

c. More and more people will care about quality of pets’ life.

Unit Test

delicious
remove

develop
evaluate
shortages
traces

Unit에서 배운 단어와 표현으로 재구성된
지문을 바탕으로 TOEIC, TOEFL 등의
What To Do

2. People want to give

food

for their pets

4. We really are living in a digital world and

traces online

실전 시험에 대비합니다.
insects as food

11.

Why It Has Appeared

its flavor and nutritional value

prof.
- saw line sitters standing in line to buy tickets / book a restaurant in the 

someone may want to remove all their
online

prof.
- asks the boy to 

b. the bestd.design
forkinds
indoor
farming
various
ofhydroponic
jobs
c. why fish waste is used as a fertilizer in aquaponics
What isbetween
true about
the speaker’s
parents according to the talk?
d. the5.difference
aquaponics
and hydroponics

a. An aquaponic
sethis
upco-workers
in the house.
c. Her farm
fathercannot
worksbe
with
in his company.

b. Fish waste
is anmother
essential
partworks
of anat
aquaponic
system.
d. Her
often
home or in
her workroom.

1.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conversation?

c. Pure water flows into hydroponic system.
6.of the
What
is the
goingistoorganic
talk about
next?
d. One
benefi
t ofspeaker
aquaponics
foods.

긴 대화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는 텍스트 오거나이징 훈련

d. who uses professional line sitters most

b. It lets farmers
grow
a lot of organic
d. other
information
about food.
freelancers and employees

substitute for future food

d. It can let farmers reuse and save water.

UNIT 01 Career

REAL TEST 1

20. 10. 3. 오후 12:43

WORKBOOK
and images into a

and I am taking a

?

course.

B

A programmer?

W

Right! ‘Game programmers’ actually develop the

B

I think

W

That’s good. You are

.

B

That’s my dream.

W

Well,

a

Keep doing what you’re doing now and

B

Got it.

. You will take these courses in university.

e-Learning

104

Bricks Listening 350 2
Bricks Listening 350 3

300~330
320~350
330~360

영어 학습 5년차 이상
영어 학습 5~6년차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70~76
76~80
80~86

TEPS

490~530
530~560
560~600

a university or

B

OK. Thanks a lot for your

W

My pleasure. I hope you

!

Vocabulary Review

. It will be helpful when you

iBT TOEFL

it. You

will also need

some simple software.
W

to become a

programmer, right?

after school. I’ve

Bricks Listening 350 1

31

20. 10. 3. 오후 12:43

to do! That’s why I’m

Word Count

c. He has a part-time job and earns his
allowance.
d. He posted on the Internet to find the
part-time job.

13

007058_BL350_level1(U1-U6)_재.indd 30-31

TEPS, TOEIC, TOEFL 등의 실전 시험 대비

학습 대상

b. He will book a restaurant after the
conversation.

30
007058_BL350_level1(U1-U6)_재.indd 13

실전 듣기 시험에서 필요한 노트테이킹 스킬 제공 및 실전 연습

교재명

a. He got the job opportunity after watching
the news.

c. which products line sitters usually wait for

a. It does not
c. arequire
career artifi
type cial
shefertilizers.
wants to have in the future

12

E-Book

TG

2. What is mentioned by the boy?

a. some reasons to leave class early
b. a unique job that a student has

a. how to work as a freelancer

12. Why does the
manshe
recommend
aquaponics
b. why
wants to be
an editor for city farming?

6. Insects are considered to be a food

class next time

Tip In some cases, you need to listen, separating who is saying what. You can write who is
saying, and then the details several times.

a. Her father is not limited to a work place.
Which of the
is correct
based
on she
the wants
conversation?
(2 Answers)
b. following
Her mother
works only
when
to.

c. Farmers can set up the system wherever they want.

수준별 받아쓰기 연습이 가능한 Dictation Program 탑재

Download

Line Sitter
the class a bit early
job
for s/o: doesn’t have time & doesn’t want to stand in

boy
- will do for a new 
- earns 
- people find line sitters through the 

a. two different types of work
What is theb.conversation
mainly aabout?
difficulty in getting
job

a. what aquaponics
is and
it isaso
good
c. the benefi
ts ofwhy
being
freelancer

d. As our society is changing, we can have more new jobs in the future.

C. Review what you have heard and fill in the blanks.

5. to research and

11

20. 10. 3. 오후 12:42

4. What is the speaker mainly talking about?
[10 – 12]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 Nobody wants to erase all of their online traces.

Edible insect
expert

boy
- asks the professor: 
- a line sitter as a 
- stands in 

d. When something is in high speed, kinetic energy is little.

a. People might have to eat insects in the future.

people’s

UNIT 01 Career

c. Potential energy is energy’s most powerful form.

d. Pet food testers don’t chew pet food, but just swallow it.

3. What can NOT be inferred from the report?

3. to

.

a. Objects inc.a Zoey
low position
have
little
potential
energy.
Kim thinks
she
is good
for the
new game.

b. Digital laundry is a place where a robot cleans our clothes.

1. to taste pet food to

NOTE-TAKING

recognized for their ability.

6. can enjoy working freely and

9.

a. Many people care about the food their pets eat.

Pet food
tester

A Unique Job

Freelancers …

c. roller coasters and the law of the conservation of energy

2. What
is mentioned
the conversation?
d. the most
exciting
thing aboutinriding
roller coasters
a.income.
The girl’s mom doesn’t care where
works.
have
lifestyle and
4.she
Which of theb.following
NOT
correct according
the talk?
boy is
isn’t
interested
in writers. tomore
work opportunities.
inThe
a company.
a. Energy exists
in more
than three
forms.
c. The
girl’s mom
will work
for a web5.magazine.
can get
if they are
in the
3. can have social
b. Potentiald.
energy
haswants
to do with
an object’s
position.
The boy
to work
as a freelancer.
8.
2. can be

b. three
jobs…
we can have in the future
you new
should
c. how to get a job in other countries

Digital
undertaker

18

A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professor and a student.

1. have a

1. What is the reporter mainly talking about?
To be a game
a. the most popular jobs these
study
4. days
programmer,

Job

IMPROVE NOTE-TAKING SKILL

a. a new scientifi
c theory
how topet
conserve
c. why
peopleabout
care about
food energy

3. Edible insect experts develop special food we might eat in the future.
which
1. make a
can be helpful to apply for a job.
B. Listen again and answer the questions.

10

/ 12

Score:

07

b. He thinks freelancers are financially unstable.

d. Math and science are related to computer programming.
A. Listen and check T(true) or F(false).

3. care about overall school

기술을 연습합니다.

c. They can get fame although they cannot be promoted.

TOPIC 3

c. Every student should learn math skills at university.

007058_BL350_level1(U1-U6)_재.indd 11

실제 TOEFL과 유사한 형태의
대화 및 담화를 들으며 노트테이킹

d. the differences between freelancers and employees

a. Game programmers need to be good at art.

담화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9

Improve Note-taking Skill

a. how to become a freelancer with fame

in computer science.

향상시킵니다.

d. potential

F

c. how to prepare for becoming a game programmer

3.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오거나이징을 하면서 긴 대화 및

T

b. the difficulties to become a game programmer

2. get a college

문제를 풀면서 듣기 이해력을

d. degree

05

a. the differences between a game designer and programmer

d. getting a degree in computer science at university

MP3 File

a. promoted

A. Listen and check T(true) or F(false).

• a. develop game software.

c. learning to develop a software program

Dictation Program

c. qualification

4. There is a serious lack of clean water in the small town.

•
1. Game designers
•
2. Game artists
3. Game programmers •

상급 학교 교과 내용 및 최신 이슈 등, 폭넓은 주제와 그와 연관된 어휘 학습

b. potential

3. The manager is assured that all employees do their best and work hard.

A. Listen and match to complete the sentences.

Organizing

먼저 학습하고, 예문을 활용한

d. achieve

Freelancer vs. Employee

b. learning how to draw pictures on the computer

WB

a. substitute

TOPIC 2

04

a. having a good portfolio

COMPONENTS

c. evaluate

2.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layer, there is no replacement for hard work.

듣고 중심 생각과 세부 내용을

상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위한 고급 리스닝 교재

b. emerge

20. 10. 3. 오후 12:42

d. the growth in the jobs related to games

상급 학교 교과 내용과 최신 이슈로 실전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a. qualify

UNIT 01 Career

2. What is NOT necessary to become a game programmer?

Student Book + Workbook + Dictation Program+ E-Book, Teacher’s Guide(별매)

토픽에 나오는 어휘 및 표현을

C Choose the correct synonym for each underlined word.

007058_BL350_level1(U1-U6)_재.indd 9

To Get a Dream Job

3개의 토픽(대화 2개, 담화 1개)를

Preview Vocabulary

content of school meals.

8

007058_BL350_level1(U1-U6)_재.indd 8-9

세트 구성

.

several electric car models for sale this year.

1. What will you accomplish after these courses you are taking?

virtual
adj. can be done or seen using a computer
ant. actual

instead of being a company employee
ant. full-timer

쌓습니다.

5. Mr. Green will analyze and record the

portfolio

in science last semester.

The first thing to do after the death of a person is to contact a(n)

4. The company

undertaker
n. a person who prepares dead bodies for burial
and organizes funerals

adaptable

Unique Jobs

3.

qualification
n. official proof of having received training or of
finishing a course of study

nutritional

to show off his talent.

2. Amy finally received a doctoral

substitute
n. a thing or person that is used instead of
another thing or person syn. replacement

flexible

undertaker

promote
v. to move someone to a higher rank or position
at the workplace ant. demote

adj. not moving or changing suddenly

adj. easily able to change or be changed;

developed

1. Daniel has an outstanding

steady

fame
n. the condition of being known and notable to
the public

Freelancer vs. Employee

degree

professional
adj. relating to work that needs special
training or education ant. amateur

shortage
n.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t enough of
something syn. lack

evaluate
v. to judge the importance or quality of
something syn. rate

Some people prefer to be a freelancer while others like to work for a company as an employee. What
do you think the differences would be between the two?

B Choose the correct word and fill in the blanks.

potential
n. something that can grow and develop into
something more

degree
college for completing a course of study

to get a dream job

5. I was pleased to hear that my dad would be ( convinced / promoted ).

portfolio
n. a collection of a person’s creative works
intended to show his or her ability

n. an academic title given by a university or

TOPIC 1

4. The device is connected to the ( virtual / edible ) reality computer.

to keep healthy

convinced
adj. completely certain that something is true
syn. assured

Most of the people have a job. What did they do to get the job? Do you have a job you want to get?
If so, how you try to have the job in the future?

3. A ( flexible / professional ) work schedule helps me to have a better work-life balance.

nutritional
adj. providing or related to the food necessary

companion

수업 전 토픽에 관한

2. Jessie wants to ( apply / promote ) for an advertising company as a copywriter.

by other people or events

apply
as a job

THINK ABOUT THE TOPIC

A Choose the correct word to complete each sentence.
1. My mom works for the company and receives ( virtual / steady ) income.

independently

n. a person you spend a lot of time with often

•Comprehension 문제
풀이

02

adv. in a way that is free from being controlled

v. to make a formal request for something, such

•대화 및 담화를 들으며
노트테이킹 연습

바탕으로 실전 시험
대비

income
n. money that you earn from your work
syn. earnings

adj. at a higher, more difficult level

Improve Note-Taking Skill

Unit에서 배운 내용을

•Organizing을 하며 대화
및 담화의 맥락 파악

achieve
v. to get a good result after much effort
syn. accomplish

Think about
the Topic

Unit Test

a job.
I should know

B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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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 Freelancer VS. Employee

다양한 유형의 어휘 문제를 통해 단어의
의미와 스펠링, 쓰임, 유사어, 반의어 등을
Sophie! Finally, the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afternoon? What about

W

of most

Let’s see… the

효과적으로 복습합니다.

say you need a university degree in

G

. To go to a university, you should

?

Oh, I’m sorry, Peter. I
with my father.

not only to studying computers but also to your
in school.

, math and

science may be important.

Dictation
B

Your father? Doesn’t he work tomorrow? It’s Friday!

G

He’s a

, so he doesn’t

받아쓰기를 통해 정확한 지문 이해와
집중력 있는 듣기 훈련을 합니다.
. Since he has a

B
6

OK. I’m

and

right now,

UNIT 08 Technolog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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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Listening 350 1-3

Think about the Topic

B2- B2+

중등 중급(G7 이상)

STUDENT BOOK

세트 구성

Preview Words &
Expressions

각 토픽과 관련된
질문 및 답하기

문제를 풀면서
토픽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 익히기

Listening Builder
•담화를 듣고 Comprehension
문제 풀이
•In-Depth Question: 오거나이징

Listening Master

Real TOEFL

•대화 및 학술적인 강의를 듣고

Comprehension 문제 풀이
•In-Depth Question:
듣고 답하기, 요약하기

TOEFL
실전 테스트

Before You Study 본격적인 수업에

Preview Words & Expressions

들어가기 전에 토픽과 관련된 의견을 서로 나누며

토픽에 나오는 어휘 및 표현을 미리 학습해봄으로써

토론해볼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었습니다.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Student Book + Dictation Book + MP3 CD + E-Book, Answer Key & Script(별매)

광범위한 주제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급 청취력 향상

상위 1%를 위한 수준 높은 심화 리스닝 프로그램
COMPONENTS

WB

MP3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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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File

Download

E-Book

TG

실제 TOEFL 유형에 맞춘 Real TOEFL Test

교재명
Bricks Intensive Listening 1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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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Intensive Listening 2
Bricks Intensive Listening 3

Word Count

Listening Builder & Listening Master 각 단원마다 4개의
흥미로운 최신 토픽을 Dialog, Narration, Lecture 등의 다양한 형식에
담았습니다.

학습 대상

300~450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300~450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300~450

영어 학습 6년차 이상

iBT TOEFL

형식의 듣기 유형을 제공합니다.

TEPS

86~105

600~775

86~105

600~775

86~105

Real TOEFL 실제 TOEFL과 유사한 형태의 Dialog와 Lecture

600~775

WORKBOOK
Listening Builder
받아쓰기를 통해 정확한 지문 이해와 집중력 있는 듣기 훈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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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ELT Grammar Starter is a three-level English grammar series that presents
basic grammar rules for young learners. This series is designed with a systematic spiral
curriculum to reinforce previously learned contents. It encourages learners to apply early
knowledge to later learning objectives. Concise and clear charts, engaging pictures, and
abundant exercises help learners improve interest and confidence in gramma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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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ld.

It isn’t

fast.

long | short

old | new

4

slow.

2

The shoes are new.
They aren’t old.

4

It is small. It isn’t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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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It

long

2

new

They

aren’t

.

You are sad. You aren’t happy.

hot | cold

C Look and write

6

4

They are long.
They aren’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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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John have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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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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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ot

big

new

They are

old

They aren’t

slow

It is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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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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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ractice
.

.
.

쉬운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며 문법 규칙을 확실히

.

.
이해하고
익힙니다.
.
.
Unit 13

65

A Check the correct sentences.
2

I doesn’t have a bike.

The elephants are big.

I don’t have a bike.
4

Does you have a pet?

The elephants is big.

Let’s Review

Do you have a pet?

매 유닛마다 이전 세 유닛에서 배운 문법을

5 A lion don’t have stripes.

6 Leo and I are sad.

7 Do they have a map?

8 Lucy is fast.

누적 복습하며 평가할 수 있습니다.

Look and write.

.
ry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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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r i

Yes, they does.

2 short / long
The iguana is gree

Unit 11 Present Simple: Negatives
Unit 12 Present Simple: Yes/No Questions
Unit 13 Adjectives

B Correct the underline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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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 small

or . Then fill in the blanks.

Tim is fast. He isn’t slow.

Does John has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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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st |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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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cold. I’m not hot.

happy | sad

5

She aren’t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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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sic English grammar course for beginners
• User-friendly charts to accompany grammar explanations
• High-frequency, corpus-based vocabulary studies related to grammar points
• Gradual writing exercises that support development of gramma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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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ok and check.

D Look, label, and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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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book

london

an book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한 문법 규칙을 응용하고

3

4

6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첫 영문법 학습서

1

Review

나선형 실라버스 구조로 체계적인 누적 학습 가능



2 an egg



4 a ruler



5 a glove



6 an ar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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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 He

2

is | am

3

They | It

4

It | She

5

is | are

6

are | am

I

brothers.
a teacher.

a clown

e

balloons

f

an airplane

a bench

3 He is

.

4 They are

.

5 They are

.

6 It is

.

It is

E Look and write.

.

Units 3, 4

2

a pilot.
3

friends.
4

birds.

an ant.
6

5

a boy.

is an alligator.
We

trees

d

2 They are

a student.
are firefighters.

an airplane

c

.

Units 3, 4

are a police officer.
He

girls

b



3 an orange

C Choose and write the correct words.

통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와 연계되는 다각적인 문법 학습 제공

Unit 2

1

1

핵심 문법 개념을 4~5개의 유닛마다

간결한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해 핵심 문법 제시

a peach

6

a

a igloo
an igloo

peaches

2

logan

boxs

B Write the plur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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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
Logan

boxes

Units 1, 2

b
3

4

bears

5

1

London

a bear

정확히 사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문법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 어휘 반복 사용

Uni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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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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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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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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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Future, Past Simple,
Adjectives, Adverbs, Comparatives,
Superlatives, Prepositions, Modal Verbs,
Question Words, etc.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기초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한글 설명과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109

PRONOUNS
ADVERBS

FREQUENCY

3

EELT
LT G
rammar
Grammar
STARTER
ec
's ic
T his is Leo

t9
tarts a . I’m late!

mmar Starter 1-3

IMPERATIVES AND SUGGESTIONS

63740

POSSESSIVES

PAST SIMPLE REGULAR VERBS

E-BOOK

2022. 4. 5. 오후 2:16

ADJECTIVES

CEFR

A2

PAST CONTINUOUS

STUDENT BOOK

2

NONCOUNT NOUNS

CONJUNCTIONS

INFINITIVES

LT Grammar 1
MODAL VERBS

Th

my globe.

3

EELT
LT G
rammar
Grammar
YES!

s
jump
ma
est.
Em e high
th

ng slowly.
alki
sw

STARTER
ec
's ic
T his is Leo

STUDENT BOOK

s
is i

It
i

2

ELT Grammar
G ra m m a r
Bricks ELT

It is very slow.

STARTER

re
am
.

Sc

The toy robot
is noisy.

ho

ol s

t9
tarts a . I’m late!

iraffe is taller than
The g
o.
the rhin

E-BOOK

MP3

?
Is the bird f lying

mmar Starter 1-3

GERUNDS

ELT Grammar is a three-level English grammar series designed for learners to
strong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grammar. It offers learners
ADJECTIVES
bility to learn essential grammar
acquire
necessary
SENSErules
VERBSand
PREPOSITIONS
OF TIMEgrammar skills.
es learners to use grammar effectively
when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PREPOSITIONS
OF MOVEMENT
63740

E-BOOK

g.

do

This is my

Th

s
is i

my globe.

E-BOOK

3

EELT
LT G
rammar
Grammar
YES!
s
jump
ma
est.
Em e high
th

STARTER

re
am
.

Sc

The toy robot
is noisy.

iraffe is taller than
The g
o.
the rhin

MP3

E-BOOK

MP3

?
Is the bird f lying

.
She i
s dancing

Bricks ELT Grammar Starter 1-3

CONDITIONALS PRESENT SIMPLE COMPARISONS

t9
tarts a . I’m late!

Components
• Student Book
• E-Book with Access Code

y.
gr
hun

CEFR

A2

ELT Grammar

1

It is very slow.

2

STARTER
s
is i

my globe.

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쓰기와

B

문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YES!

ng slowly.
alki
sw

This is my

E-BOOK

ol s
ho

t9
tarts a . I’m late!

MP3

?
Is the bird f lying

Workbook

63740

732182

ISBN 979-11-6273-218-2

BRICKS_ELTgrammar_WB.indd 3-5

2022. 4. 5. 오후 3:48

3-5

2022. 4. 5. 오후 2:16

세트 구성

3 run

reading





4 swim



5 shake



6 help



7 put



8 make



is

1

cook

Luna

2

ride

My sister and I

not, sit

4

Yes, we / you / they are.

No, we / you / they aren’t.

A

cooking

B

The children

They’re going to school.
He’s studying at the library.

1 She is teaching science.



2 They are drawing pictures.



3 The monkey is climbing a tree.



4 Joe is writing a story.



5 Your brothers are dancing.



6 I am helping my grandmother.



Complete the questions with what or where and match the answers.

bikes at the park.
orange juice.

I’m eating breakfast.
She’s drawing animals.

Where are they going?
Where is Nick studying?

Change the sentences into questions.

dinner for her family.

I

Answers

What are you eating?
What is Jane drawing?

1

are you making?

They’re riding a ferry.

2

is Julie going?

It’s eating sunflower seeds.

3

are your friends riding?

I’m making breakfast.

Grammar
in
4
is theWriting
hamster eating?

on the floor.

He’s swimming in the pool.

the movie.
5
is he swimming?
Read and complete the passage using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A

She’s going to the market.
UNIT 08 Present Continuous

5

paint

cut

swim

He’s a pit bull terrier. He

walk

35

1 Sam / put on

2 Mandy / go

Oh no!

? He’s

2

going back to the tunnel! Now, he

pasta.

. The people
.

4

papers.
at the park.

1

runs in the field

2

Where does he go

3

jumps over the hurdle

4

his socks

to the library

What is Sam putting on?

3 you and Lily / bake

4 the dogs / run

cheer for him

muffins

in the field

is putting on his socks

Read and circle the correct words. Then answer the questions.

Q

A

She

.

To : Liam Smith (liam@abc.com)

3

Q

A

We

.

Hello, Liam!

4

Q

A

They

.

I

2

Student Book + E-Book, Workbook (별매)

Correct It!

1

me. My brothers

1
2

B: 3 Is you going home?

3
4

6

4

5

( Are you / Is

( rain / raining ) a lot over there? Anyway, I will send you another email soon.

Q2 What are Luke’s brothers doing?

Circle the correct words.

Units 14, 15, 16, 17, 18

UNIT 08 Present Continuous

37

D

1 Linda isn’t ( sad / sadly ). She is smiling ( happy / happily ).

맥락 속에서 완벽히 알게 됩니다.

읽기, 쓰기와 연계된 필수 영문법 완벽 학습서

2 He ate all the cake

3 ( What / When ) time do you do yoga? I do yoga ( at / in / on ) 11 o’clock.

(on / in)

(on / above)

4 Don’t ( move / moving ) and put your hands ( between / on ) your head.

3 The shy girl is hiding

5 I parked my ( newly / new ) bike next to the tree ( at / on / in ) the morning.

4 Our family sings carols

(in / on)

5 You can see the sun even

B

Choose and complete the sentences.

Units 14, 15

1 The necklace was

.

in the morning.

5 They cooked food

. I can understand her well.

Read and circle the correct answers.
1 Don’t lose your ticket.
a Keeping

4~5개의 유닛마다 통합적으로 복습하며
자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your ticket in a safe place.
b Keep

b there are

3 I want to sit

c Keeps

b in

midnight in Iceland.



expensive

I eat noodles.



early

3

heavy

These are boots.



4

high

The boy can jump.



5

never

Your car is dirty.



6

rarely

They cook at home.



Units 14, 15

b Let’s will go

F

Unscramble and write.
1

Units 15, 16, 18

room / She / . / decorated / her / simply


run / the / ! / floor / Don’t / wet / on

2


c under

on a picnic. The weather is nice outside.
a Let’s not going

84

Lena drinks tea.

.
c there isn’t

Diane and Roy in class.

a between

4

hot
often

terribly

her mom.
Christmas Day.

Units 17, 18

2 Is there a big tree next to the church? No,
a there is

(at / in)

2

clearly

. I couldn’t eat it.

December.

Rewrite the sentences using the given words.
1

easy

. Mary got perfect scores.

4 We usually wake up

C

kind

woman helped the young girl.

2 A

E

Units 16, 17

his plate.

(behind / in)

6 Chris ( always sleeps / sleeps always ) early. He rarely wakes up ( late / lately).

3 The tests were

Review Test

Circle and write the correct prepositions.
1 The winter vacation starts

2 There ( isn’t / aren’t ) a cup in the drawer. It’s ( in / on / between ) the book.

6 Ruth speaks

Writing 영역과의 연계 학습으로 문법 적용력 향상

( is sitting / are sitting ) in front of a fireplace with

3

( are / am ) writing letters, too. What about you?

Review Test 4

하면서 다시 문법을 재확인하고 그 쓰임을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 제공 및 테스트 수록

( is snowing / are

Luke

짧은 대화 속에 틀리게 쓰인 문법을 교정

리딩, 라이팅 활동을 통한 다각적인 문법 연습 및 풍부한 문제 제공

2

Q1 Where is Luke staying?
UNITS 14–18

A

36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쉬운 핵심 문법 설명

가능합니다.

( am staying / am stay ) at a cabin with my family now. It

you ) still staying at the beach house? I heard there was a storm there. Is it

A: 2 I’m wait for bus number 10.

나선형 실라버스 구조로 체계적인 누적 학습 가능

쓰기 영역으로의 확장 연계 학습이

.

Read and correct the underlined words.

B: See you at school tomorrow. Bye!

Grammar in Writing
흥미로운 주제의 지문을 통해 읽기,

B

He

Q

3

her bike.

A

1

. Is he jumping

1

now? No, he isn’t! He’s crawling into the tunnel.

watching TV.

pictures. We

iraffe is taller than
The g
o.
the rhin

MP3

E-BOOK

cut  cutting
swim  swimming

2 write

in the pool. I

A: Yes, I am. Oh! The bus 4 coming.
9 791162

run  running
put  putting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given words in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ride

isn’t

B: I’m going home. What are you doing here, Sarah?

re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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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helping

Look and write the questions and answers.

연계된 과제 해결 과정에서

a

9 791162



on a bench. She

Questions
& Answers

.
She i
s dancing

KRW 14,000

read  reading
ride  riding

Write the -ing forms of the given verbs.

milk. They

5 I

ec
's ic
T his is Leo

an apple.
re is
he

E-BOOK

reading

4 Mike and I

is

has a guitar.

MP3

cook

drink

is

3 Lila

This

S he

E-BOOK

34

3

a place

Examples

double the consonant
+ -ing

No, he / she / it isn’t.

Questions

a thing / an action

snowing ) outside. My parents

is in the sky.

Bricks ELT Gramma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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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풀어야 하는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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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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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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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s ending in -e

2 Tina and 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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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 is reading a book.
She isn’t singing.

enjo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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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and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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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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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s
most verbs

No, I’m not.

Yes, he / she / it is.

Welcome to this year’s Crufts Jumping Competition! Our first jumper is Bruce.

• Workbook
• Downloadable Resources

Bricks ELT Grammar Series

ask about…

are / are not

We / You / They

1 read

you / we / they

No, you aren’t.

Yes, I am.

We make an information question by putting what or where in front of a yes / no question.

walking.

Present continuous verbs have spelling rules.

4

1

Features
• English Grammar based on a spiral curriculum
• Contextualized-grammar rules practiced in authentic texts
• An increased variety of exercises to improve grammar skills
• The addition of writing practice with critical reading tasks
• Cumulative reviews to repeatedly practice previous contents

STUD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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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

is / is not

he / she / it

Are

verb + ing

am / am not

verbs ending in
a vowel + a consonant

A

Bricks ELT Grammar is a three-level English grammar series designed for learners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grammar. It offers learners
the flexibility to learn essential grammar rules and acquire necessary grammar skills.
It enables learners to use grammar effectively when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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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CONTINUOUS CLAUSE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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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 the verb be and and -ing to the main verb to make the present continuous.
Subjects

되는 도표로 깔끔하게 문법을 정리해줍니다. 또한

1

Questions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tells about actions happening now.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자세한 설명과 한눈에 이해가

Bricks

• Workbook
• Downloadabl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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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a yes / no question by putting the verb be before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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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 I / the / skiing / like / 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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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4 Units 14 – 18

85

WORKBOOK

COMPONENTS
교재명
WB

E-Book

Bricks ELT Grammar 1
Bricks ELT Grammar 2

Download

110

Bricks ELT Grammar 3

학습 대상

영어 학습
2~3년차

학습 내용
Nouns, Articles, Pronouns, Present Simple,
Present Continuous, Future, Past Simple, Past
Continuous, Present Perfect, Passive, Adjectives,
Adverbs, Comparisons, Prepositions, Gerunds,
Infinitives, Conjunctions, Modal Verbs,
Conditionals If , Relative Clauses, etc.

Student Book에서 학습한 핵심 문법 개념의
이해를 돕는 한글 설명과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111

E-BOOK

A1+- A2

MP3

2019-01-14 오전 8:56:32

E-BOOK

STUDENT BOOK

Bricks First
Grammar 1-2

Grammar

W 14,000

초등 초급(G1- G4)

Context-Setting Picture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고전 동화의 장면을
통해 문법을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갑니다.

MP3

E-BOOK

MP3

Grammar Chart
문법의 기본 개념을 단순한 도표와 명료한
예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W 14,000

2018-07-17 오후 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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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 Learn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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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ased Illustrations
mprehensive Review Tests
use Workbook

First Grammar
1

nents

Book (Workbook included)
with Access Code
ad Online Supplements by visiting
ww.hibricks.com

Bricks First Grammar is a two-book introductory grammar series for young learners
to improve accurate English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his book
makes it easy to approach English grammar via classic tales and helps young learners
feel comfortable learning it. Hitching grammar into the story, this book enables young
learners to commit new information to their long-term memory.

Let’s Practice

Let’s Practice More

다양한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문법의 포인트와

앞서 등장한 이야기를 확장해서 더 많은

정확한 활용의 예를 익힐 수 있습니다.

구문과 문법 사항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1

Features
• Story-based Learning Approach
• Syntax-based English Grammar
• Familiar Story-based Illustrations
• Four Comprehensive Review Tests
• Easy-to-use Workbook

Components
• Student Book (Workbook included)
• E-book with Access Code
• Download Online Supplements by visiting
http://www.hibricks.com

Bricks Grammar Series

Workbook

KRW 14,000

브릭스퍼스트그래머워크북표지_2018.indd 1

Remember This

2019-01-14 오전 8:58:34

18.indd 1

2019-01-14 오전 8:56:32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문법의 주요 포인트를 포함한
간단한 문장을 암기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근간이 되는 기초영어문법

동화(Classic Tales)로 배우는 초등영문법
Story - based Learning Grammar Approach :

고전동화와 문법을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습효과와 지속성을 높임

Syntax - based English Grammar :

문법을 연계해서 배우는 구문론적인 문법 학습

COMPONENTS

WB

MP3 File

112

Download

세 유닛마다 앞서 배운 문법을
통합적으로 리뷰하고 학습 성취도를

Familiar Story - based Illustrations :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동화 캐릭터를 등장시켜 흥미 부여

교재명
Bricks First Grammar 1

E-Book

Grammar Review

Bricks First Grammar 2

학습 대상
영어 학습
1~2년차

학습 내용

Nouns & Articles, Pronouns, Be Verbs,
Adjectives & Prepositions

Simple Present, Present Continuous & Future,
Simple Past, Helping Verbs & Sentences

113

A2- A2+

CEFR

A2

Bricks Smart
Grammar 1-2

MP3

2020-05-20

STUDENT BOOK

오후 4:39:51

Let’s Practice

Grammar

E-BOOK

초등 중급(G3- G6)

지루함은 덜고 반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풀 수

Let’s Find
the Grammar Point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림과 어우러진 읽을거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문법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CEFR

A2+

Let’s Learn

CEFR

A2

학생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차트와 설명을 통해
문법을 정리합니다.

Let’s Learn More
E-BOOK

MP3

2020-05-20

앞 코너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

오후 4:40:00

포인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ased English Grammar
g Practice Activities
-based Writing Exercises
ress Tests
se Workbook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한
문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ents

ook (Workbook included)
d Online Supplements by visiting
ww.hibricks.com

5.indd

Writing Exercise
E-BOOK

1

2020-05-20

세트 구성

앞서 배운 2개의 Unit을 하나로 묶어서 정확한
문법에 기반한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MP3

따라서 2개의 Unit에서 각각 따로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오후 4:39:51

Student Book + Workbook + E-Book

Bricks First Grammar에서 배운 기본 문법의 확장

작문 능력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초등영문법
Syntax - based English Grammar :

문법을 연계해서 배우는 구문론적인 문법 학습
Grammar Based Writing Exercises :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작문 연습

Progress Test

수업 및 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문제 수록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Easy - to - use Workbook :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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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Bricks Smart Grammar 1

Bricks Smart Grammar 2

영어 학습
2~3년차

8개의 Unit마다 제공되는 Progress Test는
그동안 쌓인 실력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들을

학습 내용

Nouns, Pronouns, Simple Present, Present Continuous,
Past Simple, Future, Adjectives, Adverbs, Prepositions,
Other Essenti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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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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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B1

초등 중급(G4- G6)

STUDENT BOOK

1-4

Articles

LESSON

3

P OINT C HEC K

관사

Point Check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 그 명사가 막연한 ‘하나’인지, 특정한 의미로 ‘바로 그’를 가리키는지 알려준다. 관사로는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가 있다.

정답 및 해설 p.5

A

핵심 문법 개념을 완전히 이해

Write the correct words in the box.
a 또는 an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쓰시오.

GRAMMAR POINT

Grammar Poi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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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단한 설명과 알기 쉬운

a girl

a + (반)자음 소리

하였습니다.

a cats (x)

an apple
a milk (x)

apple

elephant

arm

leg

uniform

university

umbrella

brother

ant

eye

toy

airplane

hour

fox

doctor

an + 모음 소리

a bus
an apple

a dish

a sister

an egg

a yogurt

a

an igloo

a woman

an orange

an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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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개념을 확실히 익힙니다.

a wate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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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

an egg

a girls (x)

NOTE!

표•삽화로 주요 문법 개념을

a cat

하기 위한 확인 연습 풀이로

chair

an hour [aʊər] 한 시간

a hour (x)

a uniform [jú:nɪfɔ:rm] 유니폼, 제복
a university [jù:nɪvә:rsəti] 대학교

an uniform (x)
an university (x)

an

0

chair

1

leg

8

apple

9

elephant

2

uniform

3

university

10

arm

11

umbrella

4

brother

5

toy

12

ant

13

eye

6

fox

7

doctor

14

airplane

15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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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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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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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정하지 않은 하나

I have a stomachache. •

ⓑ ~ 마다

나는 배가 아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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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e go camping once a month. •

ⓒ 질병 앞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간다.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다.

3

It is a dog. 그것은 개다.

She will buy a table. •

그녀는 탁자를 살 것이다.

I have an umbrella. 나에게는 우산이 하나 있다.
2

~ 마다, 매~(per)

3

질병 앞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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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n office worker. •

그는 직장인이다.

5

Terms & Meaning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 특정하지 않은 하나

He cleans his room three times a week. •

ⓑ ~ 마다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방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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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 woman is sitting on a bench. •

부정관사: 정해지지(定 정할 정) 않은(不 아닐 부) 관사(冠詞)

ⓒ 질병 앞

한 여자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정관사: 정해져 있는(定) 관사

7

The baby has a cold. •

그 아기는 감기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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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Nouns & Articles

PRACTICE for basic grammar skill

A

Fill in the blanks with a or X.

IMPROVE for extended grammar skill

A

POI NT 2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Answer Key +중간/기말고사 3회

품사에서 문장 구조까지, 개념 이해와 실전 적용을 한 번에 완성하는

B

개
 념 이해에서 실전 적용까지 체계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 문법 적용력과 학습 지속성을 높임
개념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표, 삽화, 사진 수록

한자로 된 어려운 문법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력 향상

실
 력 점검을 위한 Review Test, 중간/기말고사와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Workbook 제공

0-2 (

X

0

w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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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Download

116

Bricks
Grammar 1
Bricks
Grammar 2
Bricks
Grammar 3
Bricks
Grammar 4

품사 완성 (1): 명사, 관사,

Nouns & Articles, Pronouns, Be Verbs,

품사 완성 (2): 현재진행시제,

Present Continuous Tense, Adjectives,

대명사, 동사

영어 학습
3년차

학습 내용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의문사
시제/동사 완성: 과거시제,
과거진행시제, 미래시제,
조동사, 의문사와 시제

문장구조의 완성: 비교, 접속사,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수여동사, to부정사, 동명사

Present Simple Tense, Empty Subj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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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1

peaches

→

0

안경을 쓰다

wear a pair of ( a glass / glass / glasses )

1

(

) cat

2

(

) cups

2

oxen

→

3

geese

→

1

칼을 사용하다

use a ( knife / knifes / knives )

3

(

) pencils

4

(

) eyes

4

babies

→

5

children

→

2

복숭아 네 개를 먹다

eat four ( peach / peachs / peaches )

5

(

) baby

6

(

) friend

6

people

→

7

zoos

→

3

다섯 편의 이야기를 읽다

read five ( story / storys / stories )

7

(

) singers

8

(

) book

8

potatoes

→

9

mice

→

4

장갑 두 켤레를 사다

buy two pairs of ( a glove / glove / gloves )

9

(

) ball

10 (

) balls

10 deer

→

11 teeth

→

5

이를 닦다

brush my ( tooths / a teeth / teeth )

12 fish

→

13 knives

→

6

새 운동화를 원하다

want new ( sneaker / a sneakers / sneakers )

14 keys

→

15 feet

→

7

사진을 찍다

take ( photo / photos / photoes )

8

장난감 세 개를 가지다

have three ( toy / toys / toyes )

Write the plural forms of the given nouns.

B

POI NT 3

Change the given words to the plural forms.
주어진 단어를 복수형으로 바꿔 쓰시오.

fish

0

a fish

→

ten

1

party

→

1

a box

→

twenty

→

3

key

→

2

a radio

→

two

0

elephant

+ -s

ⓐ pencil + -s

ⓑ bus + -es

ⓒ chair + -s

watch

→

5

dish

→

3

a tomato

→

thirty

1

bench

+ -es

ⓐ brush + -es

ⓑ potato + -es

ⓒ sheep sheep

6

teacher

→

7

toy

→

4

a match

→

four

2

body

+ -ies

ⓐ lady + -ies

ⓑ toy + -s

ⓒ hobby + -ies

8

computer

→

9

dress

→

5

a strawberry

→

six

3

class

+ -es

ⓐ shirt + -s

ⓑ lunch + -es

ⓒ actress + -es

10 class

→

11 church

→

6

a photo

→

twelve

4

leaf

+ -ves

ⓐ wolf + -ves

ⓑ knife + -ves

ⓒ roof + -s

12 leaf

→

13 map

→

7

a rose

→

three

5

tooth

teeth

ⓐ person people

ⓑ egg + -s

ⓒ ox oxen

15 roof

→

Improve

→

fifteen

+ -s

ⓐ tomato + -es

ⓑ zoo + -s

ⓒ key + -s

• STEP 1 •
0

car

→

2

tomato

4

cars

B

Choose the different plural forms from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와 복수형 만드는 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Practice
14 photo

018

→

8

020

Unit 01 Nouns, Articles

학습한 문법 개념을 포인트별로 하나씩
풀어보며 점검합니다.

Apply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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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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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V I E W T E S T | Le s s o n 1 - 3

monkey

Unit 01 Nouns, Articles

문법 개념을 쓰기, 말하기, 읽기에 적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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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p.8
•관사 a/an의 구별: uniform의 첫소리는 반자음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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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A

•명사의 복수형

[7-9]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children

Five

② actress + -es ③ potato + -es
⑤ dish + -es

( glass, glasses, wear )

→

I

3

( bowls, rice, four, of, rices )

→

He eats

4

( a, the, in, sky )

→

The moon shines

② hobby + -ies ③ lady + -ies

(leaf)

Two

leaves

are on your hat.

.

in the sky

비중이 높아지는 서술형
문제에 대비합니다.

.

5

( once, a, an, week )

→

We go hiking

6

( speaks, Korean, the, a )

→

She

once a week
speaks Korean

.
.

그녀는 한국어를 말한다.

7

(loaf, bread)

( a, an, the, headache )

→

a headache

I have

.

나는 머리가 아프다.

loaves of bread

every day.

8

( two, thief, thieves )

Two thieves

→

are in the store!

도둑 두 명이 가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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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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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 표현

05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iece

• She eats a

of paper. 나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하다.

piece

그녀는 피자 한 조각을 먹는다.

① loaf

② slice

④ cup

⑤ bowl

of pizza.

B

•명사의 단수와 복수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Correct the underlined parts and rewrite.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시오.
1

I love seoul.

→

2

Do you want milks?

→

② She likes fun parties. 그녀는 즐거운 파티들을 좋아한다.
→ sheep

④ We drink a cup of tea at 5. 우리는 5시에 차 한 잔을 마신다.

3

I want two apple.

→

4

I have a homework.

→

5

My sister likes her puppys.

→

나는 돈을 빌린다.

→ 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다.

③ We want peace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④ Sam does his homeworks. → homework

① bed

② beds

④ an bed

⑤ bedes

③ the bed

My sister likes her puppies.
내 여동생은 그녀의 강아지들을 좋아한다.

② My favorite subject is an art.

나는 9시에 잠자리에 든다.

I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있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바른 것은?

• I go to a bed at 9 o’clock.

I want two apples.
나는 사과 두 개를 원한다.

•셀 수 없는 명사

① I borrow moneys. → money

Do you want milk?
우유를 마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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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I love Seoul.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①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마셔도 될까?
③ Three sheeps are on the grass. 양 세 마리가 잔디 위에 있다.

③ piece

•정관사 the를 쓸 수 없는 경우

6

An earth is round.

→

7

We have a piece of cheeses.

→

8

My sister wears an uniform.

→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샘은 숙제를 한다.

⑤ She goes to a Canada every summer.

We have a piece of cheese.
우리는 치즈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 Canada 그녀는 매년 여름마다 캐나다에 간다.

My sister wears a uniform.
내 언니는 유니폼을 입는다.

32

Writing Practice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간다.

나는 매일 빵 두 덩어리를 산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

• I need a

.
.
.
.

달이 하늘에서 빛난다.

I buy two

④ strawberry + -ies ⑤ monkey + -s

.

four bowls of rice

그는 밥을 네 그릇 먹는다.

08

09

① baby + -ies

.

wear glasses

2

나뭇잎 두 개가 너의 모자 위에 있다.

03

an actress

I know

나는 안경을 낀다.

play in the playground.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④ church + -es

→

나는 여배우 한 명을 안다.

아이들 다섯 명이 놀이터에서 논다.

① piano + -s

( an, a, actress )

.
.
.
.

문법 활용 쓰기 연습으로

Choose the right words and unscramble.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하시오.
1

07
(child)

점검합니다.

022

Unit 01 Nouns, Articles

연습합니다.

Review Test
해당 Unit의 문법 내용을
내신 유형 문제로 종합하여

a thief

3~4가지 문법 개념을 연결해 통합적으로

02

학습 대상

Choose the correct one to match the Korean.
우리말에 맞게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c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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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명

A

주어진 명사의 단수형을 쓰시오.

) boy

주어진 명사의 복수형을 쓰시오.

초등 기초 영문법(Basic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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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PLY for actual grammar skill

Write the singular forms of the given nouns.

빈칸에 a를 쓸 수 있으면 a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X를 쓰시오.

0-1 (

23

Lesson 3 Articles

Unit 01 Nouns & Articles

34

Unit 01 Nouns & Articles

기타 학습 자료
복습용 Workbook,
중간/기말고사 3회,
온라인 학습 자료 제공

117

Grammar

Bricks Grammar

Best
Seller

초등 고급-중등 고급(G6- G9)

STUDENT BOOK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문법 개념을
다질 수 있습니다.

문법 설명
중학 핵심 문법을 개념 중심으로
실용적인 예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중요 문법 사항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에 바로 첨삭 설명합니다.

어휘 풀이
문법 문제 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 어휘를 제시하였
습니다.

Plus
구별이 필요한 문법 개념이나 더
알아야 할 문법 사항을 설명합니다.

Review Test

고난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변별력 있는 내신 문법 문제에

핵심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실었습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Workbook + Answer Key

영문법 개념 이해와 서술형 쓰기까지 빠르게

서술형

단기 완성 중학 핵심 문법 개념서
중학 핵심 문법을 빠르게 정리

문법 지식을 기초로 서술형
쓰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담았습니다.

Starting Point

서술형 쓰기를 위한 문법의 기본 다지기

책 앞부분에 알고 있어야 할 기초 문법 내용을

개념 이해 → 문법 연습 → 문장 쓰기의 단계별 학습

정리하고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WORKBOOK

다양한 서술형 쓰기, 내신 고난도 문제

초등 기초 문법에서 중학 내신 문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EBS 선생님의 유튜브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COMPONENTS

WB

Lecture

교재명

학습 대상

Point Grammar 1

초등 5, 6
~중학 1

1. be동사와 인칭대명사 2. 일반동사 3. 시제 4. 조동사 5. 명사, 관사
6. 대명사 7. 형용사와 부사 8. to부정사와 동명사 9. 문장의 종류
10. 문장의 형태 11. 전치사 12. 접속사

중학 2
~예비 고1

1. 시제 2. 부정사 3. 동명사 4. 분사 5. 접속사 6. 관계사 7. 조동사
8. 수동태 9. 비교 10. 가정법 11. 일치와 화법 12. 여러 가지 구문

Point Grammar 2
Download

118

Point Grammar 3

중학 1
~중학 2

학습 내용

1. 시제 2. 여러 가지 동사 3. 조동사 4. to부정사 5. 동명사 6. 수동태
7. 비교 8. 대명사 9. 접속사 10. 분사 11. 관계사 12. 가정법

Grammar on Point
책 뒷부분에 챕터별로 본문에서 배운 문
법을 문제와 함께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개념 이해 → 문법 파악 → 문장 구조 연습 → 문장 쓰기 순으로
문법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19

Grammar

Point Grammar 1-3

Exercise

유치-초등 고급(K3- G7)

Vocabulary 2300

stin ky

s t i ck y

igh
t

g

ladybu

beh

ind

wig

al ou

se

pen

d

guin

za
spider

leg

ca

p

hedge

ho

n
ta i

mag ic

robot

freeze
costume

MP3

MP3

scientist

e

f lo w

er
linked to
Bricks Reading

melt

referee

linked to
Bricks Reading

mechanic

100 –200

ball

linked to
Bricks Reading

blossom
sl ip

200 –300

financial

Vocabulary 3900

ce rt

if ic

cel ebr

MP3

mummy

900 / 1500

2300 / 3100

3900 / 4800

Unit 수

40

30

30

30

Unit 단어 수

8

20

25

30

relaxation

plumber
MP3

MP3

MP3

MP3

predator

권별 단어 수

320

600

750

900

연계된 Bricks Reading
시리즈

30, 40, 50

50, 60,
70, 80, 100

100, 120,
150, 170, 200

200, 230,
240, 250, 300

대상 및 수준

유치 ~ 초등1

초등1 ~ 초등3

초등3 ~ 초등5

초등5 ~ 중등

ate

pirate

conquer

baggage

MP3

Student Book + Test Book
출제프로그램 CD (별도 제공)

세트
구성

adolescent

satellite

boy

300

an

banana

ju m p

ate

MP3

ate

pe de

s te

ep

sculpture

p a r a ch u te

d uck

adolescent

cel ebr

grumpy

squeeze

skeleton

od e

ca te

pirate

st ri

Vocabulary 3100

har vest

ex pl

ti fi

이상 수록

200 –300

disguise

fish

grumpy

c er

주
 제별 어휘, 어원 등을 통해 어휘 이해력 강화

MP3

sweep

birthday

y e ll

ow

be

wizard

MP3

200 –300

disguise

영
 영풀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등을 통한 어휘력 확장

g

air pla ne

sl ip

단
 어의 쓰임을 알 수 있는 풍부한 예문과 생생한 사진 제시

kn

er a

piz

Vocabulary 300

Vocabulary 1500

Vocabulary 900

pull

6000 단어

linked to
Bricks Reading

blossom

초
 등 교과서 기본 어휘, CEFR 필수 어휘 수록

mermaid

rainy

파생어 포함

B
 ricks Reading/Listening 시리즈의 거의 모든 어휘를 레벨링하여 수록

100 –200

knit

n

alien

linked to
Bricks Reading

explorer

50 –100

ri a

30 –50

linked to
Bricks Reading

chase

est

50 –100

on

h

초등생을 위한 단계별 필수 영단어 4800

linked to
Bricks Reading

dr

ag

b ru s

tiger

linked to
Bricks Reading

영단어 학습의 새로운 기준!

COMPONENTS
학습자의 언어, 인지 수준에 맞춰 레벨별로 단어 제시와 학습 방법을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Bricks Vocabulary 900/1500은 모든 단어를

STUDENT BOOK
Test Book

사진, 예문과 함께 제시해 의미를 한 눈에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2300/3100, 3900/4800은 영영풀이, 예문,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를 함께 제시하여,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Bricks Vocabulary 300은 엄선된 어휘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액티비티로 구성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와 철자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Unit 07
en & Sa
ist

1

2

Key Words / Activity

Find the Way

luk

baag

bag

fase

Download

small

bee

fathur

hand

smoll

hamd

sokc

bag

look

sock

2

3

유용한 표현

fun

001

child

The child is playing with blocks.

n. 아이

한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다.

face

bie

smol

father



더운 여름 날이다.

bowl

store

그 가게는 옷을 판다.

wear


I put the books on the shelf.

n. 선반



012

He rides the bicycle to school.

n. 자전거



clock


그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013

Many cars are on the road.

adj. 많은



도로에 많은 차들이 있다.

007

Puzzle Time

hand
father

slow

ACROSS

n. 원뿔, 콘

d 그녀는
The clock
says
5 o'clock
a pointe
shape with

n. 시계

cone

*o'clock ~시 정각

n. 판매인

vendor

4



n. 기사

the past who
a soldier in
social rank
had a high

[]

in a loud voice
noisy

quiet 조용한



3

[]

몇 개 들어

a honey jar

교통량

.

025

sore

adj.

by
그녀는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ed 먹었다.
feeling or affect
pain

오래 걷고 나니

sock

small

18
24
8

hand

bag

Unit 00

A Match and write

Secret Word:

1

18

your language

1

25

tall
tala

3

glo-

-ther

4

meat

leap
leaf

meet

-ve

adult
[]

adullthood n. 성년기

gun

leef

.

[]

003

helpful
[]

004

begabagd

D Cross out one

2

eg

1

yflyifliyf

nighttime

letter, then write

[]

.

Unit 01

3

005

base

k

4

eibdebee

de

tiyme
4

faetfathe

r

6

ksosockc

006

turkey

glrove
5

6

os

[]

bead

007

stuff

6

[]

28

fauce

smnall

beie
Review Test

[]

n. 성인, 어른

The scared child looked for an adult.

a fully grown person or
animal

겁에 질린 아이는 어른을 찾았다.

grown-up

child 아이, 어린이

29

[]

010

afraid
[]

n. 총

He shot his gun in the air.

a weapon that shoots
bullets

그는 공중에 총을 쏘았다.

i

g

e
w

1 목, 목구멍

r

2 (가볍게) 던지다
3 맛이 쓴
4 빌리다

t

5 두려워하는,

t

d:

i

m

겁내는

6 스위치, 바꾸다

e

17

Build Up! 유의어, 반의어, 어원 학습 등을 통해 어휘 스킬을 키웁니다.
Check Up! 2개의 유닛마다 단어를 스스로 체크, 복습할 수 있습니다.

dd 10-11

유용한

Learning sign language is helpful and useful.
수화를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

useful

Paris is famous for its nighttime views.

the time between sunset
and dawn

파리는 야경으로 유명하다.

in the nighttime

야간에, 밤중에

[]

012

suit
[]

n. (야구) 누, 베이스

The player was rushing to the home base.

one of the four corners in
baseball

그 선수는 홈 베이스로 빠르게 달려갔다.

n. 칠면조
a large bird that is eaten
at Thanksgiving

8

Voca_Level2_A권 U1~15_2교.indd 8-9

그녀는 매일 아침 딸의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아 준다.

college
[]

adj. 두려워하는,
겁내는

He is afraid of a big dog.
그는 큰 개를 두려워한다.

002

pity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

n. 회관, 홀

The concert hall was full of people.

a large room for
meetings

콘서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n. 복도

The bathroom is at the end of the hall.

a long narrow way inside
a building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다.

n. 정장

He looks quite nice in a suit and tie.

003

spirit
[]

spiritual adj. 영적인

1루

/ second base 2루 / third base 3루

My dad will cook a turkey at Thanksgiving.
나의 아빠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요리하실 거야.

013

tray
[]

n. 물건, 물질

Can we leave our stuff at your house?

any other type of
materials or objects

우리의 물건을 당신 집에 두어도 될까요?

v. 채워 넣다

I found a bag stuffed with money in the attic.

to fill something up
completely

나는 다락방에서 돈이 가득 든 가방을 발견했다.

belongings

014

hum
[]

v. 삼키다

Chew your food well before you swallow it.

to make food pass down
the throat

음식을 삼키기 전에 잘 씹어라.

gulp down

015

proud
[]

pride n. 자부심
016

battery

004

aircraft
[]

3

fiction
[]

006

n. 옷, 의복

I need to buy a new gym suit.

a set of clothes for a
particular activity

나는 새 체육복을 사야 한다.

advice
[]

advise v. 조언하다

clothing

007

consider

n. 쟁반

Jake is carrying food on a tray.

a flat object used for
carrying food and drinks

제이크는 음식을 쟁반으로 나르고 있다.

v. 콧노래를 부르다

Tom is humming a song to himself.

to sing it without
opening your mouth

톰은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

a school you go to after
high school

그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n. 연민, 동정

She felt pity for the homeless man on the street.

a strong feeling of
sadness for someone

그녀는 거리의 노숙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university

take pity on ~을 가엾게 보다

n. 영혼

A kind spirit told me to make a wish.

something not from this
world, such as angels

착한 혼령이 나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다.

soul

n. 항공기

The aircraft landed safely on the ground.

a machine that flies

항공기는 땅에 무사히 착륙했다.

Reading fiction can help improve your
imagination.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realize
[]

Jin’s mother is proud of her daughter.
진의 어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한다.

n. 조언, 충고
what you tell someone to
help them decide

He listened to the doctor’s advice, and ate less
meat. 그는 의사를 충고를 듣고 고기를 덜 먹었다.

compete
[]

competition n. 경쟁, 대회
010

n. 건전지, 배터리

My cell phone battery is almost dead.

a device that provides
electric power

내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다.

Unit 01

challenge
[]

n. 능력, 재능
the skill to do something

The child showed great ability in playing the
piano. 그 아이는 피아노 연주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v. 행동하다, 처신하다

[]

The bride behaved gracefully during her wedding.

to act in a particular way

신부는 결혼식 동안 우아하게 행동했다.

n. 김, 증기

Watch out for the steam so you don’t burn
yourself. 화상을 입지 않도록 김을 조심하세요.

behavior n. 행동
013

steam
[]

014

porch
[]

015

slit
[]

favor
[]

tender
[]

to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English is considered the main language
throughout the world.

abroad
[]

영어는 전 세계에서 주요 언어로 생각된다.

v. 깨닫다

He was too young to realize what happened.

to understand something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에는 너무 어렸다.

v. 경쟁하다

The two teams competed for the gold medal.

to fight with others to win
or get something

두 팀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했다.

n. 도전

Space travel is mankind’s biggest challenge.

a difficult task or problem

우주 여행은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이다.

v. 도전하다

The player challenges the world record.

to try to win something

그 선수는 세계 기록에 도전하다.

a steam train 증기 기차

n. 현관

He wanted a house with a very wide front porch.

a small roofed area at an
entrance

그는 현관이 매우 넓은 집을 원했다.

n. 틈, 구멍

She made a slit on the box to let in air.

a long narrow opening

그녀는 공기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상자에 구멍을 냈다.

n. 호의, 친절

She did me a favor, and let me use her computer.

a kind act that you do for
someone

그녀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adj. 연한

Salt can make your steaks more tender.

easy to bite or cut

소금은 스테이크를 더 연하게 만들 수 있다.

return the favor 은혜를 갚다

soft
018

v. 고려하다, 생각하다

act

the gas that is created
when water is boiled

counsel

Bricks Vocabulary 3900

~을 자랑스러워하다

behave

017

understand
009

012

nonfiction, reality

think
008

pleased about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ability

016

n. 소설, 꾸며낸 것
stories about people and
events that are not real

a food tray 식판

adj. 자랑스러운

011

able adj. ~할 수 있는

He wants to go to college to study history.

airplane

그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으니 꽤 근사해 보인다.

be proud of

2

n. 대학

corridor
005

a jacket and pants (or a
skirt)

1

[]
001

useless 쓸모없는

n. 밤, 야간

first base

She curls her daughter’s hair every morning.

to make something
curved

scared

hall

Listen & Say

Unit 01
v. 곱슬곱슬하게 하다

feeling fear

011

adj. 도움이 되는,

swallowVocabulary 2300
Bricks
008

curly adj. 곱슬곱슬한

[]

120

n

t
o
d

오후 4:51
20. 10. 8.

3

3

daytime 낮, 주간

2

[]

klookluro

2

009

giving help or aid

B Circle and write

2개의 유닛마다 제공되는 리뷰 테스트를 통해
배운 단어를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r
a

.
다리가 아팠다

painful

_2교.in
권 U1~15

curl
001

002

mete

mo-

1

toll

hund

4

5

i

o
r

Hidden Wor

Listen & Say

Unit 01

2

hand

-af

3

Review Test

e a bath.

d. I will hav

b

b
f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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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day!

e the h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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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face

c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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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good drea

b. Have a

were 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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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Have a

3

지켜야 한다.

walk
After a long

She had a sandwich
for lunch.
아픈

t
2

c. Have a

4

must follo

, my legs

n. 점심 식사

jar.

있다.

ic rules
w the traff

교통 법규를

1

2

1

꿀단지

rug

ks and writ

쓰세요.
그 기호를
표현을 골라
들어갈 적절한
보고 빈칸에
● 그림을

battle.

n. 교통,
교통 정체
나는 팔이 달린
물고기에 대한 꿈을 꾸었다.
모든 사람이
/ trafﬁc jam
of
s 교통 신호등
the movement road
a
trafﬁc light
vehicles al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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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ave in the

ies in the

병 안에 사탕이

ybody
I dreamed about fish withEver
arms.

traffic

lunch

ht was very

ugly

toss

Fill the blan

cold
waterfall
throat
error

ostrich

bottom

realistic
s.

g vegetable

seller

twist
vine
poke
calm

coupon

handle

채소를 판다.

a few cand
Her dream is to be a doctor.
There are

024

015

switch

fail

vinegar

sore

cone
vendor

bitter
invitation

tag

다
샤워 / 목욕하

knig
다.
서 매우 용감했
그 기사는 전투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항아리
n. 병,
iner that
a glass conta
opening
has a wide

023

[]

큰 목소리로

그 판매인은

tray

calendar
clown

h

wer / a bat

or is sellin

The vend

나의 개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두었다.
The

jar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s
who sells thing

My dog has a puppy.

n. 강아지

n. 꿈, 이상



The music is too loud!

adj. (소리가) 큰,
시끄러운

loudly adv. 시끄럽게, 크게

1

4

a person

[]

/ 하루를 보내다
좋은 시간

have a sho

jar
traffic

tap
glad

hum

brain

knight

battery
borrow

hall

Unit 02

hav

cone.

Units 01-02

proud

suit

stuff

/ dinner

크림
콘 위에 아이스

a 3D
bottom
시계는 and
5시를
카리킨다.
a circle
top

[]

dream

2

2

020

helpful
nighttime

/ day
e a nice time

on the
ice cream
a scoop of
올려놓았다.
She placed
한 숟가락을

w.

swallow
break
afraid

base
turkey

먹다
음식 / 저녁을

sad 슬픈

y

n. 기쁨

gladness

v. 꿈꾸다

loud

DOWN

2

2

3

1

y or joy
feeling happ

014

fast 빠른

have food

tap.

words you
kno

gun

good dream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있다.
흘러나오고

happ
*wore(과거형) – worn(과거분사형)

knight

008

1

Look and circle.

glad

022

달팽이는 느린 동물이다.

slowly adv. 느리게

Complete the word puzzle. Then, find the secret word.

sock

A snail is a slow animal.

adj. 느린



puppy

few 적은

물이
수도꼭지에서

check the

adult

have fun

that.
glad to hear
I am
beach.
v. 입다, 신다, 쓰다 He wore a hat on the
.
기쁜
듣게 되어 기쁘다
adj. 해변에서
그는
모자를 썼다. 그런 말을

019



a lot of / lots of

face

What ?

controlling
a thing for
from a pipe
water or gas

Read and

Unit 01

꾸다
좋은 꿈을

knock

Wat

나는 시리얼 한꼭지
그릇을 먹는다.

n. (수도 등의)

021

many

have a

have …

class.

책상을
수업시간에

I eat a bowl of cereal.er is running from a

n. (우묵한) 그릇

[]

나는 선반 위에 책들을 놓았다.

너의

to hit lightly

[]

011

004

shelf

tap





될까?
책을 하루 빌려도

during the
tap the desk
Do not
지루한
boring
두드리지 마라.

enjoyable
다
v. 가볍게 두드리

The store sells clothes.

n. 가게

day?

the promise
빌려주다
to take with
lend
Going to the zoo is
fun!
to return
동물원에 가는 것은 재미있어!

018

010

003

006

S
GUESS

v. 빌리다

[]

bicycle

hend

look

출제프로그램 CD

borrow
adj. 재미있는

It is a hot summer day.

n. 하루, 날

005

small

017

*children(복수형)
002

day

k for a
ow your boo
Can I borr

우리는 롤러 코스터에서 재미있었다.

Vocabula
ry Check
up!

Build up!

명사 (구)

단어에 따라
표현을
함께 쓰이는
같이 쓰이는
는 뜻이지만
짝꿍처럼 항상
는 ‘가지다’라
단어가 만나
. 동사 have
둘 이상의
on)라고 합니다
연어( collocati
가집니다.
다른 의미를

We had fun on the roller coaster.

n. 재미





바로 들으며 연습하고,
길 찾기, 크로스워드 퍼즐,
워드 서치 등의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단어를 익힙니다.

bee

3

1

009

QR 코드를 통해 발음을

Connect the correct words.

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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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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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scope
[]

020

act

tough 질긴

adv. 해외에

She studied a year abroad in college.

in a country different
from yours

그녀는 대학 때 일 년간 해외에서 공부했다.

overseas

n. 망원경

Scientist looks at stars with telescopes.

a tool for looking things
closer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별을 본다.

n. 연기

The man put on a costume for his act.

[]

a performance

남자는 연기를 위해 의상을 입었다.

actor n. 연기자
activity n. 활동
active adj. 활동적인

v. 행동하다

His friends laughed because he was acting silly.

to do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그가 웃기게 행동하고 있어서 그의 친구들이 웃었다.

behave

challenging adj. 도전적인, 힘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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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ed

Pre A1- B2

예비중-중등 초급(G5-G7)

STUDENT BOOK

세트 구성

Skill Drill

Skill Test

• 새로운 어휘 학습
• 기본 문장, 의사소통기능 학습

같은 소재, 주제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Skill별로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며 평가에

Skill별 기본 훈련

대비하는 실전 대비 훈련

중학 영어

Bricks School
Starter Series 1-3

Getting Started

• Bricks Reading School Starter 1-3

Student Book + Answer Key+ E-Book

Getting Started 어휘, 문장 패턴 학습

Reading Drill 읽기 이해, 관련 문제 풀이, 어휘 확인, 읽기 전략 연습

Reading Test 시험 대비 문제 풀이 연습

Word Test 문장 활용을 통해 학습한 어휘 정리

• Bricks Listening School Starter 1-3

탄탄한 실력 다지기와 시험 대비가 가능한

4 Skill 집중 영어 학습 프로그램
국
 가영어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생활 관련 소재, 주제 선정

집
 중학습법(narrow learning method)에 의한 4 Skill 훈련
나
 선형 학습을 통한 반복 학습으로 효과적인 영어 능력 향상
단
 원별 Drill과 Test로 구성되어 실력 향상과 시험 대비 가능
COMPONENTS

학
 습을 돕는 다양한 그림, 사진의 활용
교재명

MP3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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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Getting Started 어휘, 의사소통기능 학습
교육과정 연계

내용 구성

Bricks Reading/Listening/Speaking/
Writing School Starter 1

중등영어교육과정,
9단어 이내 문장

교육과정에 따른
소재별 구성

Bricks Reading/Listening/Speaking/
Writing School Starter 3

중등영어교육과정,
14단어 이내 문장

교육과정에 따른
소재별 구성

Bricks Reading/Listening/Speaking/
Writing School Starter 2

중등영어교육과정,
11단어 이내 문장

교육과정에 따른
소재별 구성

Listening Drill 6단계 듣기 훈련 (듣기 이해, 문제 풀이, 받아쓰기 등)

대상
초5~중1
초6~중1
초6~중1

Listening Test
A 시험 대비 문제 풀이 연습
B 주요 문장 받아쓰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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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s Writing School Starter 1-3

Getting Started 어휘, 의사소통기능 학습

Getting Started 어휘, 의사소통기능 학습

Speaking Drill

Writing Drill

중학 영어

• Bricks Speaking School Starter 1-3

A 듣고 질문에 답하기

B 읽고 질문에 답하기

E 사건 순서대로 말하기
F 원인과 결과 말하기

C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G 연결된 그림 묘사하기

D 그림 보고 연속된 2개의 질문에
답하기

H 도표 보고 발표하기

124

B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 쓰기

E 글을 읽고 관련 문장 완성하기

C 그림 간단히 묘사하기

F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글 완성하기

D 그림 세부 묘사 완성하기

G 연결된 그림 묘사하기

Writing Test

Speaking Test

1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A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 완성

2•3 연계 질문에 답하기

4•5 연결된 그림 묘사하기

6 도표 보고 내용 발표하기

1 그림 묘사하기

2 그림 세부 묘사하기

3 연결된 그림 묘사하기

4 주어진 내용에 맞게 편지 쓰기

125

중등(G7-G9)

STUDENT BOOK

• 새로운 어휘, 문장 제시
• Skill별 전략 및 예제 제시
• 문제 유형별 해법 제시

Skill Drill

Skill Test

• 소재, 주제별 구성에 따른 Skill별 연습
• Skill별 유형 연습
• 질문 유형별 연습

중학 영어

Bricks
School Series 1-3

Warming up

• 구성에 따른 Skill별, 단원별 테스트
• Final/Actual 테스트
• 모범 답안 비교 연습(S/W)

• Bricks Reading School 1-3
1, 2, 3권의 목차 기준을 달리하였으므로 단계적으로 읽기 학습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1권 소재, 주제 중심의 목차 구성
2권 읽기 전략 중심의 목차 구성
3권 질문 유형별 전략과 테스트로 구성

Reading Test
실전 대비 문제 풀이, 어휘
의미 확인

Reading Drill
1권 주제별 읽기, 관련 문제
2권 읽기 전략 연습,
읽기 이해와 관련 문제 풀이
3권 질문 유형별 읽기 전략 연습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nswer Key+ E-Book

• Bricks Listening School 1-3

4 Skill의 체계적 학습을 통한 실력 향상과 시험 대비를 위한

중학생용 집중 영어 학습 프로그램

1, 2, 3권의 목차 기준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듣기 학습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1권 소재, 주제 중심의 목차 구성
2권 듣기 전략 중심의 목차 구성
3권 질문 유형별 전략과 테스트로 구성

국
 가영어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생활 관련 소재, 주제 선정

집
 중학습법(narrow learning method)에 의한 4 Skill 훈련
나
 선형 학습을 통한 반복 학습으로 효과적인 영어 능력 향상
D
 rill을 통한 기능별 훈련과 Test를 통한 평가 대비
COMPONENTS

다
 양한 영어 평가에 대비하는 유형별 학습 전략과 실전 문제
교재명

MP3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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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Listening Test

교육과정 연계

Bricks Reading/Listening/
Speaking/ Writing School 1

중등영어교육과정,
중 1교과서

Bricks Reading/Listening/
Speaking/ Writing School 3

중등영어교육과정,
중 3교과서

Bricks Reading/Listening/
Speaking/ Writing School 2

중등영어교육과정,
중 2교과서

내용 구성

Listening Drill 4단계 듣기 훈련
대상

교육과정에 따른 소재별 구성(R/L/S),
단어에서 문장 쓰기(W)

예비중~중1

실전 모의고사(R/L) 소재별 구성(S),
문제 유형별 단원 구성(W)

중2~중3

문제 유형별 구성(R/L),
소재별 구성(S),문장에서 문단 쓰기(W)

Step
Step
Step
Step

1
2
3
4

A 실전 대비 문제 풀이
B 받아쓰기

한번 듣고 문제 풀기
지문 중 주요 문장 받아쓰기
다시 듣고 다른 과제 해결하기
다시 들으며 크게 따라 읽기

중1~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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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s Writing School 1, 2

Bricks Speaking School 1, 2는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6개 유형의 말하기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개의 소재를 중심으로

Bricks Writing School 1은 품사와 문형을 중심으로 단어에서 문장 단위까지, Bricks Writing School 2는 글쓰기 요소와 유형을 중심으로 문장에서

Speaking Drill

[ Bricks Writing School 1 ]

듣고 질문에 답하기, 읽고 질문에 답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말하기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Speaking Test

A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B 그림 묘사하기

C 사건 순서대로 말하기

D 듣고 질문에 답하기

E 대화문 읽고 질문에 답하기 F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기

I 연계 질문에 답하기

II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문단까지를 다루며, unit별로 5~6개의 유형으로 쓰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Bricks Writing School 2 ]

III 발표하기 IV 듣고 문제 해결하기

• Bricks Speaking School 3

• Bricks Writing School 3

Bricks Speaking School 3은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및 각종 영어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5개의 말하기 유형을 선정하여 unit별로 한 유형씩 집중

Bricks Writing School 3은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및 각종 영어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의 쓰기 유형을 선정하여 unit별로 한 유형씩 집중 학습

말하기 유형별 Unit 구성

쓰기 유형별 Unit 구성

학습하고, Speaking Final Test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고, Writing Final Test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Unit 1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Unit 2 연계 질문에 답하기

Unit 3 그림 묘사하기

Unit 4 발표하기

Unit 5 문제 해결하기

Unit 1 선택형 그림
묘사하기

Unit 2 그림 세부 묘사
완성하기

Unit 3 그림 묘사 및 추론 Unit 4 편지 쓰기
하여 글쓰기

Unit 5 조건제시형 글쓰기 Unit 6 짧은 에세이 쓰기

1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

2 연계 질문에 답하기

3 그림 묘사하기

4 발표하기

5 문제 해결하기

1 선택형 그림 묘사하기

2 그림 세부 묘사
완성하기

3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4 편지 쓰기
글쓰기

5 조건제시형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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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짧은 에세이 쓰기

129

중학 영어

• Bricks Speaking School 1, 2

초등 고급-중등 고급(G6- G9)

STUDENT BOOK

중학 영어

Bricks
중학 Grammar 1-3

Grammar Map
각 챕터 시작 전에 큰 그림을

Point Check

그릴 수 있도록 개념을 도식화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하여

하여 제시합니다.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기초 훈련
문제를 제공합니다.

Point
핵심 문법 사항을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Point Up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과 틀리기 쉬운
유형을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 줍니다.

Check Up
기초 훈련 문제,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의 종합 문제를 통해 반복 학습을 합니다.

서술형
문법 지식을 기초로 한 다양한 쓰기 연습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nswer Key

문법 실력 다지고, 내신 성적 올리는

고난도

중학 13종 영어 교과서 통합 영문법

변별력 있는 내신 시험 문제에 도전

문
 법의 핵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Grammar Map
필
 수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Point 설명

최
 신 경향 내신 문제를 반영한 신유형, 고난도, 서술형 문제

문
 법 자동출제 프로그램과 교사용 수업 자료 수록 (교사용 CD)

COMPONENTS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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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학습 대상

Bricks
중학 Grammar 1

초등 5, 6
~중학 1

Bricks
중학 Grammar 2

중학 1
~중학 2

Bricks
중학 Grammar 3

중학 2
~예비 고1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내신 실전에 가장 가까운 문제를 통해

서술형 평가
전국 중학교 내신 서술형 유형 총망라

만점에 대비합니다.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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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명사 13. 접속사 14.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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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새로운 유형의 최신 내신 문제에 적응

1. 시제 2. 조동사 3. 수동태 4. 부정사 5. 동명사 6. 분사 7. 명사, 관
사, 대명사 8. 형용사, 부사 9. 비교 10. 접속사 11. 관계사 12. 가정법
13. 일치와 화법 14. 특수구문 15.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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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급-중등 고급(G6- G9)

STUDENT BOOK

중학영문법 1-3

Point

Point Check

읽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설명과 적절한 예문을 통해

풀면서 문법 사항을 더 잘

핵심 문법을 소개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Point Cokcok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문법만을 뽑아 체크식으로
정리합니다.

Check Up+
앞서 배운 여러 개의 문법 사항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반복·복습합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nswer Key

중간ㆍ기말고사 예상문제

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객관식 및 서술형

중간·기말고사 대비 학년별 중등영문법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018학년도 새 영어교과서 13종의 모든 문법을 분석하여 반영
기
 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된 최다 문제(4200제+1200제) 수록
서
 술형 코너를 별도로 두어 주관식ㆍ서술형 평가 완전 대비

홈
 페이지(www.hibricks.com)에 1,200개 이상의 추가 문제 탑재

COMPONENTS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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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학습 대상

Bricks 중학영문법 1

초등 5, 6
~중학 1

Bricks 중학영문법 2

중학 1
~중학 2

Bricks 중학영문법 3

중학 2
~중학 3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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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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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Worksheet
브릭스 홈페이지에 추가로 문제를 탑재
하여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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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영어

Bricks

중등 초급-고급(G7- G9)

STUDENT BOOK

중학 영어

Bricks 중학내신독해 1-6
기출문제
중간·기말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된 영영풀이, 문법문제를

Reading Passage

반드시 익혀 내신에 대비합니다.

가정, 학교, 자연, 환경, 문학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독해지문 40개를
선정하여 내신대비 독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Grammar Check
독해지문에 나온 문법을 뽑아 자세히
설명하고 연습하게 합니다. 새 교과서에
있는 문법이므로 반드시 학습해서

세트 구성

내신에 대비합니다.

Student Book + Answer Key

Word & Grammar
중간·기말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된 영영풀이, 단어와

독해도 잡고 내신도 잡는다!

숙어, 문법문제는 앞에서의 독해학습에 대한 점검은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 독해능력 향상 프로그램

Reading & Writing

새
 중학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해지문, 문법 선정

독해지문에 나왔던 주요 구문을 활용한

전
 국의 중학교 중간·기말고사의 기출 문제 반영
교재명
Bricks
중학내신독해 1
Bricks
중학내신독해 2

COMPONENTS

Bricks
중학내신독해 3
Bricks
중학내신독해 4

MP3 File

Download

134

Bricks
중학내신독해 5
Bricks
중학내신독해 6

학습 대상
초등 6
~ 중학 1

중학 1
~ 중학 2

중학 2
~ 중학 3

물론 내신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해석과 영작연습을 통해 중간·
기말고사의 서술형 문제에 대비합니다.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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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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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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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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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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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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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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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초급-고급(G7- G9)

STUDENT BOOK

고전의 재미와 해학을 느끼며 대표 문장을 통해 영어 구문의 개념
을 익힙니다. 영어 독해의 기본이 되는 유용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Exercise
문제풀이를 통해 구문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문장
단위의 문제와 문단 단위의 어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트 구성

Grammar in Focus

Student Book + Answer Key

독해에 꼭 필요한 기본구문을 교육과정에 맞게 각 권마다
140개씩 선별하고 자세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놀부
비법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문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해의 기본, 구문을 잡아라!

Reading Test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구문독해 프로그램

구문이 잘 녹아 있는 유머, 시사, 학술, 문학적인
소재의 4개의 단문과 1개의 장문으로 구문과
독해실력을 테스트합니다. 리딩 문제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여 학교시험에 대비하도록

독
 해에 꼭 필요한 140개 기본구문 익히기

했습니다.

E
 xercise 문제로 구문개념 다지기와 문장해석 연습하기
수
 능 경향에 맞춘 지문으로 구문독해 실력 기르기

COMPONENTS

MP3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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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학습 대상

Bricks
중학놀부독해 1

중학 1

Bricks
중학놀부독해 2
Bricks
중학놀부독해 3

중학 2

중학 3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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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절
을 이끄는 접속사 15. 원급비교와 비교급 비교 16. 최상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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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완
료와 혼합 가정법
1. 구와 절로 된 주어 2. 꾸밈을 받는 주어 3. 구와 절로 된 목적어 4. 꾸밈을 받는 목적
어 5. 주격보어 6. 목적격보어 7. 완료시제와 완료진행시제 8. 조동사 구문 9. 수동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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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Test
각 단원의 주요 어휘와 주요 구문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영영풀이 문제와 문맥상 적절한
어휘 추론, 구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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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영어

Bricks 중학놀부독해 1-3

놀부패턴

초등 고급-중등 고급(G6- G9)

STUDENT BOOK

중학 영어

Bricks 중학 영어듣기

신경향 듣기 문제
영어듣기능력평가를 분석, 반영하였고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고난도 모의고사(실전모의고사 17~20회)를 통해 듣기능력을

모의고사 20 1-3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normal과 fast의 두 가지 속도로
듣기 파일을 제공하여 듣기능력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Dictation
실전모의고사를 학습한 후 각 문제의 듣기대본을 다시 들어 보며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이때 단어나
고난도 4회 포함

1

구절 단위의 받아쓰기가 아닌 의미 단위의 문장 받아쓰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실제로 듣기능력의 향상을 꾀합니다.

MP3 files

1
Answers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nswer Key + MP3 CD

질문과 대답
대본 내용의 80% 이상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 질문과 대답을 체계적으로

중학 영어듣기능력평가 대비 실전모의고사

익히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잘 듣고 이해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 듣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듣
 기 실전모의고사 16회 + 고난도 모의고사 4회(전 20회)
새
 교과서의 의사소통 예시문을 반영한 듣기 문제 구성
영
 어듣기능력평가 분석, 반영한 신경향 문제

할 수 있습니다.

Basic Drill

Advanced Drill

해당 단원의 기출 질문과 대답을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학습한 후 받아쓰는 연습을 통해

풀어보며 앞서 익힌 기출 질문과

완전히 익힙니다.

대답을 적용해 봅니다.

기
 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을 통한 효과적인 듣기 연습
COMPONENTS

MP3 CD

Download

138

MP3 File

n
 ormal과 fast의 두 가지 속도로 듣기 파일 제공
교재명

학습 대상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1

초등 6~중학 1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2

중학 1~중학 2

Bricks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20 3

중학 2~중학 3

학습 내용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Part 1. 기출 질문과 대답의 집중 연습
Part 2. 실전모의고사 1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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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수능 Starter

QR 코드

지문

유형 링크

영어 독해 모의고사 1-2

중학 영어

스마트폰 APP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해당
지문을 원어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학평 집필/검토진 및 EBS 교재 집필진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최신 수능 경향에 맞춰

유형 번호를 <유형 GUIDE>에서
찾아서 효과적으로 풀이하는

집필하였습니다.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Make Your Ow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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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독해 모의고사 1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절대평가제 대비 수능 영어 입문서

실전 모의고사

듣기 모의고사

1

매회 1문제씩 제시하여 어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수능STARTER_독해_표지_01.indd 10-12

세트 구성

2018-12-10 오후 5:53:59

Student Book + Answer Key +유형Guide(어법Guide)+모의고사 2회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절대평가제 대비 수능 영어 입문서

어법 항목

유형•어법 G U I D E

수능에 기출된 어법 문제를 분석하여 빈출
순서대로 어법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01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부의 중심은 주어이고, 술부의 중심은 동사이다.
즉 주어와 동사는 문장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문장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
 능 입문자를 위한 수능 영어 시험 상세 설명

Approach

고
 1 3월, 6월, 9월, 11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완벽 대비

A

평가하는 내용을 알려 줍니다.

Answer Key p.40

C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일 때 수의 일치
Remembering people’s names is difficult.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주어

The king (of the kingdom) disappeared.

그 왕국의 왕은 사라졌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치시오.

동사

수식하는 어구를 괄호로 묶고, 수식받는 주어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1

부정사구 주어

2

동명사구 주어

분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

1

To pay with a credit card is more convenient.

2

To collect stamps and to play the piano are my hobbies.

1

Knowing the origin of words helps you remember them.

2

Trying and succeeding are two different things.

우표를 수집하는 것과 피아노를 치는 것은 내 취미들이다.

The children playing with a ball are my cousins.
공을 갖고 놀고 있는 아이들은 내 사촌들이다.

2

1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치시오.

1

어휘의 기원을 아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돕는다.

That girl dressed in a white jacket and a skirt is my sister.
흰색 재킷과 치마를 입은 저 소녀는 내 누이다.

2

to부정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

1

The first man to go over Niagara Falls was 63 years old.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최초의 사람은 63세였다.

2

One way to show your respect for others is attentive listening.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 주는 한 가지 방법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전
 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선생님들이 집필한 134개 지문 수록

3

전치사구 또는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

1

A life without love is a desert.

2

The books on the table are mine.

사랑이 없는 삶은 사막이다.

Q
 R 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지문 청취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주어

노력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다.

어법 예문

D

절이 주어일 때 수의 일치
Whether we succeed or fail is not important.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문을 통해 어법을 설명하여 문장
주어

구조 파악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치시오.

1

The boys who are standing at the bus stop are my friends.

2

The object that is glittering on the sand is gold.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내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1

that 절 주어

1

That he will come is certain.

2

That the earth is round is common knowledge today.

1

Whether you like it or not is basically a matter of taste.

2

Whether you succeed or fail depends on how hard you try.

1

Where we stay doesn’t matter.

2

How he did it is a mystery.

그가 오는 것은 확실하다.

모래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 물체는 금이다.

Solution

수
 능 독해 유형을 20개로 세분화하여 설명한 유형 Guide 수록

B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상식이다.

2

whether 절 주어

선행사와 관계절 내 동사의 수의 일치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Boston.
선행사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3

의문사절 주어

풀이 방법을 Step
별로 설명합니다.

수
 능 어법을 빈출 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한 어법 Guide 수록

관계대명사 that

2

관계대명사
who

1

Cross out the answers that are wrong.
틀린 답은 줄을 그어 지우세요.

2

Archeology is a subject that is very interesting.

1

Those who like sports are generally healthy.

2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고고학은 매우 흥미로운 과목이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건강하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자아이는 내 여동생이다.

3

관계대명사
which

1

The meeting which was held yesterday was a success.
어제 열린 모임은 성공이었다.

Application
2

Her clothes which are all made in Paris are beautiful.

우리가 어디 머무는 지는 상관없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가 불가사의하다.

다음 문장에서 선행사와 관계절 내의 동사를 찾아 밑줄을 치시오.

1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향의 문제이다.

나는 보스턴에 사는 친구가 있다.

(관계사절 내의) 동사

선행사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관계절 내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주어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문제 유형에 따른

동사

명사절(that 절, whether 절) 또는 관계절이나 의문사절이 주어일 때, 동사는 단수형을 쓴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책들은 내 것이다.

4

동사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 동사는 단수형으로 쓴다. 단, 부정사(구)나 동명사(구) 두 개 이상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주어가
쓰일 때는 복수 동사를 쓴다.

주어가 수식을 받을 때 수의 일치
주어

해당 유형의 특징과 그 유형이

모
 의고사 12회와 실전 모의고사 2회로 구성

COMPONENTS

주어-동사 수의 일치

EXERCISE

괄호 안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The girl taking pictures over there (is / are) my
friend, Jenny.

6 To become a lawyer (is / are) my dream.

2 You need to eat foods that (is / are) rich in iron.

7 This hotel which stands on a hill near the sea (is
/ are) ideal for tourists.

3 One effective way to enjoy your life (is / are) to
be positive.

8 Getting a good night’s sleep (help / helps) you
to feel good.

4 The reason that I’m calling you (is / are) to invite
you to a party.

9 Whether he did so or not (was / were) not
revealed.

5 The vehicles that (cross / crosses) this bridge
are counted automatically.

10 When she will come back (is / are) not my
concern.

모두 파리에서 만들어진 그녀의 옷은 아름답다.

MP3 File

2

교재명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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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s 수능 Starter 영어 독해 모의고사 1
Bricks 수능 Starter 영어 독해 모의고사 2

학습 대상
중학 3~고등 1

학습 내용

모의고사 1회~12회
실전 모의고사 1회~2회
유형 Guide (어법 Guide)

3

어법 GUIDE

앞에서 설명한 Solution의
각 단계가 지문에서 어떻게

Exercise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선택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

수능 어법 유형 중 하나인
할 수 있습니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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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BOOK

Bricks 수능 Starter

중학 영어

영어 듣기 모의고사

QR 코드
보통 속도와 빠른 속도, 두 가지
속도의 듣기 파일을 제공합니다.

듣기 모의고사
최근 3년간의 고1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어휘, 표현, 소재,

유형 표기

경향, 난이도별로 종합 분석
하여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

<Listening Guide>의 유형
설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

한 듣기 문제를 제공합니다.

유형 연계를 표기하였습니다.

보충 학습 BOX
발음 현상을 심도 있게 설명
하는 SOUND, 중요 어구를
정리한 COLLOCATIONS,
중요 관용 표현을 정리한

EXPRESSIONS 등 미니 학습
코너를 제공합니다.

실전 듣기 모의고사
실제 고1 학력평가 듣기
문제와 동일한 문항 수,
유형, 형식으로 구성한
모의고사입니다.

세트 구성

Student Book + Answer Key + Listening Guide +모의고사 2회+MP3 CD

수능 듣기에 빠른 적응을 위한

절대평가제 대비 수능 영어 듣기 입문서
수
 능 입문자를 위한 수능 영어 시험 상세 설명

MP3 CD

고
 1 3월, 6월, 9월, 11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완벽 대비
듣
 기 문제의 유형별 Solution을 제시한 Listening Guide 수록

Solution Guide

142

상세한 듣기 파일을 제공합니다.

해당 문제 유형의 특징과 그 유형이
평가하는 내용을 알려 줍니다.

놓
 치기 쉬운 영어 발음까지 빈틈없이 정리한 Perfect Listening 수록
보
 통 속도와 빠른 속도, 두 가지 속도로 들을 수 있는 QR 코드 제공

듣기 유형 분석
한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영어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명료

사운드를 8개의 듣기 유형으로

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기출 문제 적용
기출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적용하고 연습합니다.

MP3 File

교재명
Download

QR 코드
각 듣기 유형의 보기 단어와 관련 대화의

Question Concept

모
 의고사 20회와 실전 모의고사 2회로 구성

COMPONENTS

LISTENING GUIDE

Bricks 수능 Starter 영어 듣기 모의고사

학습 대상
중학 3~고등 1

학습 내용

모의고사 1회~20회
실전 모의고사 1회~2회
Listening Guide

Keep in Mind
해당 듣기 문제 유형에 관련한
보충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Mini Dialogue
학습한 영어 발음을 Dictation
활동을 통해 복습할 수 있도록
짧은 대화문을 3개씩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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