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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 학습 (북 퀴즈)

• 2레벨 e-Book을 기준으로 제시한 독후 학습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 레벨이나  콘텐츠 종류 (Non-fiction/Fiction)에 따라 독후 학습 프로그램 구성은 상이합니다.

리딩게이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원서를 전자책이나 무비 북으로 읽고 독후 학습을 통해 
영어의 4개 영역을 학습하는 온라인 기반 영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영어 독서 교육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리딩게이트는 누적 회원 수 60만 명에 국내 최고 교육기관 600여 곳에서 사용하며 
탁월한 독서지도 효과를 검증 받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스토리북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우며 
꾸준한 독서 습관까지 키워줍니다.

1 리딩게이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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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과 p-Book 콘텐츠로 학습 유형이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e-Book은 전자책 형태로 온라인 프로그램과 App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와 독후 학습을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p-Book은 칼데콧, 뉴베리 수상작을 포함한 유명 원서들로 시중에서 구해 읽은 후,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App에 탑재된 독후 학습(북 퀴즈)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책을 읽은 후 독후 학습까지 가능한 영어 원서 콘텐츠입니다.
알파벳부터 고전에 이르기까지 40여 개 테마별 구성에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커, Milly Molly 등 
전세계 20 여 개의 유명 출판사 대표작들과 국내 최고 작가들의 창작 동화 수상작, 리딩게이트 연구진이 
개발한 독자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Book

오프라인에서 책을 찾아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후 학습을 진행하는 영어 원서 콘텐츠입니다.
칼데콧상·뉴베리상 수상작들을 비롯한 미국 교과서 수록 영어 원서, 아마존 독자들이 선정한 인기 도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 원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Book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공하는 영어 원서 콘텐츠입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e-Book 낮은 레벨(K ~ 2레벨) 
콘텐츠 중 선별하여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Movie

1 리딩게이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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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게이트는 PC 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스마트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APP을  통해 책 읽기와 독후 학습을 진행합니다.

• 한 아이디로  PC, 스마트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 이용이 가능하나, 한 아이디로 
 여러 기기에 동시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은 리딩게이트 홈페이지(https://www.readinggate.com)를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리딩게이트 APP의 경우 Android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 
 iOS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리딩게이트’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리딩게이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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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기

2학습 프로세스

학습 레벨 및 학습 콘텐츠 선택

레벨테스트 결과(선택 사항)를 기준으로 학습할 레벨을 선택 후, 
해당 레벨 내 e-Book 또는 p-Book을 선택해 학습을 시작합니다. 

책 읽기(Reading_듣고 따라하기)

처음에는 영어와 친숙해지도록 영어 원서나 무비 북을 통해 원어민이 
읽어 주는 음성을 들으며 책의 흐름을 파악한 후, 다시 처음 부터 책을 
읽으며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합니다.

저레벨 중 일부 e-Book에는 무비북이 같이 제공되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선택 사항)

리딩게이트 웹사이트 내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리딩 수준을 
진단합니다. 

독후 학습하기

책을 읽은 후 책 내용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책 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독후 학습을 꼼꼼히 진행합니다.

워크북 학습하기 (선택 사항)

오프라인 학습을 위해 제공하는 워크북으로, 책 내용을 복습하면서 
학습을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레벨 업

독후 학습 테스트 통과 시 획득되는 R 포인트가 쌓여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레벨 업이 됩니다. 레벨 업은 해당 레벨 수준으로 영어 능력이 
향상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학습 프로세스는 e-Book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레벨테스트의 레벨 결과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재미있어 하는 레벨을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무비북은 현재 K레벨에서 2레벨 일부  e-Boo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Pre K부터 2레벨까지 제공하는 워크북 학습은 선택 사항이며, 온라인 독후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 APP 다운로드를 통해 스마트기기로 이용 시 낮은 사양의 경우 일부 학습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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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기

2학습 프로세스ㅣ레벨테스트(읽기능력진단평가)

레벨테스트는 영어독서 전 자신의 현재 읽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지 마시고, Pre K 레벨부터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레벨테스트 전 연령과 영어를 배운 경험을 선택하시면 입력 정보에 따라 다른 유형의 레벨테스트가 진행되며,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 가량 소요됩니다. 
• 레벨테스트 결과는 Pre K 부터 6A까지 총 20단계로 나타나며, 학습자는 반드시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온 
 본인 레벨의 책을 선택하여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원서와의 친밀성과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레벨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것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리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 레벨테스트 진행 후 6개월 후에 레벨테스트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자신의 리딩 레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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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기

2학습 프로세스ㅣ학습레벨 선택

• 레벨은 리딩 능력 수준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 리딩게이트는 22단계 레벨을 기준으로 모든 학습 콘텐츠들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분류기준은 국내외 전문가 그룹이 책의 문장 길이, 단어 수, 단어와 문장 난이도 등을 토대로 여러 타 레벨 기준까지  
 참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Pre K 유치원 이전 1.0

K    A             B           C 유치원 1.0 ~ 3.9

1    A             B           C 초1 4.1 ~ 9.4

2    A             B           C 초2 7.4 ~ 15.9

3    A             B           C 초3 10.8 ~ 24.7

4    A             B           C 초4 16.5 ~ 33.6

5    A             B           C 초5 23.3 ~ 47.8

6    A             B           C 초6 26.7 ~ 46.6

레벨 영어권 기준 리딩게이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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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기

2학습 프로세스ㅣ듣고 따라하기(Listen & Repeat)

• e-Book인 경우, 처음 읽을 때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며 책의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세요. 책을 한 번 읽은 후  
 바로 독후 학습을 진행하지 말고 반복해서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큰소리로  따라 읽기를 통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까지 함께 합니다.

• p-Book인 경우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두 번 정도 읽은 후, 온라인프로그램이나 App에서 독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큰 소리로 읽기(Read Aloud)를 하다 보면 발음을 몰랐던 단어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소리로 읽기는 
 눈, 입, 귀가 동시에 자극되어 학습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 큰 소리로 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읽는 것보다 읽기의 집중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문장을 다 읽지 않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큰 소리를 
 내며 읽는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기 집중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Listen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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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기

2학습 프로세스ㅣ독후 학습하기

• Pre-K는 Alphabet, Phonics, Sight Word 등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 레벨, e-Book, p-Book, 픽션, 논픽션 여부에 따라  독후 학습  테스트 구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 다독도 중요하나 정독 또한 다독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정독하는 훈련을 충분히 쌓은 후 다독으로 꾸준히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이해도 점검

Reading 
Comprehension

Vocabulary 
Activity & Test

Summary Test Listening & 
Cloze Test

Writing Activity

단어 학습 요약 학습 리스닝 학습 에세이 작성

(e-Book 2레벨 기준)

Reading Comprehension (이해도 점검)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 내용을 기반으로 레벨에 따라 5 ~ 20문항의 퀴즈를 
제공합니다.

Vocabulary Activity & Test (단어 학습)
책 속 주요 어휘들을 확인한 후,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Summary Test (요약 학습)
5~12개의 문장을 줄거리 순서대로 정렬하며, 책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요약 훈련을 진행합니다.

Listening & Cloze Test (듣기 학습)
듣기 훈련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받아쓰는 훈련을 통해 듣기 능력을 키웁니다.

Writing Activity (에세이 작성)
독서 감상문 및 주제 별 글쓰기 학습 훈련으로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직접 써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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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독후 학습하기

e-Book p-Book

KA • KB • KC 1A • 1B • 1C

2A • 2B • 2C
3A • 3B • 3C
4A • 4B • 4C
5A • 5B • 5C
6A • 6B • 6C

KC
1A • 1B • 1C
2A • 2B • 2C
3A • 3B • 3C
4A • 4B • 4C
5A • 5B • 5C
6A • 6B • 6C

Step1 
Listening Activity

Step1 
Listening Activity

Step1 
Reading 
Comprehension

Step1
Reading 
Comprehension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3 
Reading 
Comprehension

Step3 
Reading 
Comprehension

Step3 
Summary Test 
(Fiction)
True or False
(Non-fiction)

Step3 
Summary Test 
(Fiction)
True or False
(Non-fiction)

Step4 
Writing Activity
(Make Sentence)

Step4 
Summary Test 
(Fiction)
True or False
(Non-fiction)

Step4 
Listening Activity
(Cloze Test)

Step4 
Listening Activity
(Cloze Test)

Step5 
Writing Activity 
(Make Sentence)

Step5 
Writing Activity 

2A~ 3C
Book Report(Fiction) 
Topic Question
(Non-fiction)

4A ~ 6C
Book Review

Step5 
Writing Activity 
KC ~ 1C
Graphic Organizer-
Story Map(Fiction)
Graphic Organizer-
KWL chart(Non-fiction) 

2A~ 3C
Book Report(Fiction) 
Topic Question
(Non-fiction)

4A ~ 6C
Book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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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독후 학습하기_e-Book

e-Book 
K레벨

Step1 Listening Activity

Step3 Reading Comprehension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4 Writing Activity

e-Book 
1레벨

Step1 Listening Activity

Step3 Reading Comprehension

Step4 True or False(Non-fiction)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4 Summary Test(Fiction)

Step5 Writing Activity

알고 가기

• K레벨은 총 2회 독후 학습이 가능하며, 하루 2회 연속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레벨은 총 2회 학습이 가능하며, 두 번째 독후 학습은 첫 번째 독후 학습을 완료한 일의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 독후 학습 Pass시 첫 번째는 해당 학습 콘텐츠에 표시된 포인트의 100%를 지급하나, 두 번째에는 4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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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독후 학습하기_e-Book

e-Book 
2레벨

e-Book 
3레벨

e-Book 
4레벨

e-Book 
5레벨

e-Book 
6레벨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3 True or False(Non-fiction)

Step5 Writing Activity(2~3레벨/Fiction)

Step5

Step1 Reading Comprehension

Step3 Summary Test(Fiction)

Step4 Cloze Test

Step5 Writing Activity_Topic Question 
(2~3레벨/Non-fiction)

Writing Activity_Book Review
(4~6레벨)

알고 가기

• 2레벨 이상은 총 2회 학습이 가능하며, 두 번째 독후 학습은 첫번째 학습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2레벨 이상부터는 Full 모드와 Easy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Full 모드는 독후 학습 전체 Step을 
 학습해야 하며 학습 Pass 시 해당 콘텐츠에 표시된 포인트의 100%를 획득합니다. Easy 모드는 독후 학습 Step 중  
 Step1, 3, 5만 학습하며, 학습 Pass 시 해당 콘텐츠에 표시된 포인트의 40%만 획득합니다.

•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며, 50점 미만인 경우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 판단하여 당일 재 테스트가 불가하며 Fail 처리된 날의 다음날부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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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독후 학습하기_p-Book

Step2 Vocabulary Practice & Test

Step3 True or False(Non-fiction)

Step5

Step5

Step5

Step1 Reading Comprehension

Step3 Summary Test(Fiction)

Step5

Step4

Step5

Graphic Organizer_KWL Chart 
(KC~1레벨/Non-fiction)

Cloze Test

Writing Activity_Topic Question 
(2~3레벨/ Non-fiction)

Writing Activity_Book Report 
(2~3레벨/Fiction)

Graphic Organizer_Story Map
(KC~1레벨/ Fiction)

Writing Activity_Book Review
(4~6레벨)

알고 가기

• KC레벨은 당일 반복 독후 학습이 가능하나, 1레벨 이상에서는 당일 반복 독후 학습이 불가능하며 첫 번째 학습한 
 다음날부터 두 번째 독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레벨 이상부터는 Full 모드와 Easy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e-Book과 같습니다.
•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며, 50점 미만인 경우  재 테스트가 
 불가하며 Fail 처리된 날의 다음날부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p-Book 
K레벨

p-Book 
1레벨

p-Book 
2레벨

p-Book 
3레벨

p-Book 
4레벨

p-Book 
5레벨

p-Book 
6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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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학습횟수& 학습모드

레벨 별 학습 및  포인트 지급 조건

Full 모드 / Easy 모드(Level 2~6) 두 번째 학습 포인트 40% 획득

레벨
학습
가능
횟수

당일
반복
학습

학습 
모드 Retest 학습횟수에 따른 포인트 지급

Pre K 무제한 O X X
• 독후 학습 완료 시 포인트 100% 지급
• 학습횟수 3회 이상부터는 포인트 제공하지 않음 

K 2회 O X X • 첫 독후학습 Pass 시 포인트 100% 지급
• 두 번째 독후학습 Pass 시 포인트 40% 지급
• 학습횟수 3회이상부터는 포인트 제공하지 않음 1 2회 X X X

2~6 2회 X Full/
Easy O

• Full 모드로 독후학습 Pass 시 포인트 100% 지급
• Easy모드로 독후학습 Pass 시 포인트 40% 지급
• 학습횟수 3회이상부터는 포인트 제공하지 않음 
• 독후학습 Step1 이해도학습(Reading 
   Comprehension)이 70점 미만인 경우, 당일 
   Retest 진행함
• 독후학습 Step1 이해도학습(Reading     
   Comprehension)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일 
   독후학습 불가하며 학습일 기준 익일부터 Retest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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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워크북 학습하기

Pre K 레벨

Alphabet Land(Pre K 1~2 / 2권)
A ~ Z까지 각 알파벳 별로 unit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파벳을 익힙니다. 한 권 당 13개의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원은 리딩게이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honics Land(Pre K 7~16 / 10권)
기본 음소 단위를 묶어 unit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음소를 
익힙니다. 한 권당 10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원은 
리딩게이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ord Land(Pre K 17~20 / 4권)
Sight Word를 6개씩 묶어서 쓰기 및 듣기, 문장 활동을 통해 
Sight Word와 기본 문장 구조를 익힙니다. 한 권당 10개의 uni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음원은 리딩게이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ory Land(Pre K 3~6 / 4권)
알파벳부터 기본 음소 단위를 묶어 unit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음소를 익힙니다. Chant 및 스토리와 함께 연관된 단어를 학습합니다.
음원은 리딩게이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lphabet Land

 

ISBN 978-89-6861-821-5  

값 7000원

Workbook Pre K1       값 7,500원 

Pre K  
WorkbookW

o
rk

b
o

o
k

 
A

lp
h

ab
et Lan

d

Pre
K  

WB_PreK표지(4mm)_1~2권.indd   1WB_PreK표지(4mm)_1~2권.indd   1 2020-01-20   오전 11:28:432020-01-20   오전 11:28:43

 

ISBN 978-89-6861-823-9  

값 7000원

Pre K  
Workbook

Phonics Land

W
o

rk
b

o
o

k
 

P
h

on
ics Lan

d

Pre
K  

Workbook Pre K7       값 7,500원 

WB_PreK표지(3.5mm)3~17권.indd   9WB_PreK표지(3.5mm)3~17권.indd   9 2020-03-19   오후 1:40:152020-03-19   오후 1:40:15

 

ISBN 978-89-6861-833-8  

값 7000원

Word Land

Workbook
Pre K  

W
o

rk
b

o
o

k
 

W
ord

 Lan
d

Pre
K  

Workbook Pre K17     값 7,500원 

WB_PreK표지(3.5mm)3~17권.indd   29WB_PreK표지(3.5mm)3~17권.indd   29 2020-03-20   오전 11:51:592020-03-20   오전 11:51:59

Story Land

 

ISBN 978-89-6861-532-0  

값 7000원

Pre K  
WorkbookW

o
rk

b
o

o
k

 

Pre
K  

Story Lan
d

Workbook Pre K3       값 7,500원 

WB_PreK표지(3.5mm)3~17권.indd   1WB_PreK표지(3.5mm)3~17권.indd   1 2020-03-19   오후 12:27:492020-03-19   오후 12:27:49

16



2학습 프로세스ㅣ워크북 학습하기

K 레벨

KA e-Book (10권)
알파벳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알파벳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Unit 마다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위트가 넘치는 
그림으로 학습 흥미를 높여줍니다. 

주요 구성
• 그림에서 해당 단어 찾기 • 단어 써보기
• 단어와 이미지 뜻 찾아 연결하기 • 이미지에 맞는 단어 찾아 색칠하기

• 이미지에 맞는 단어 써보기 • 삽화 이미지에 맞는 문장 찾기

KB e-Book (10권)
파닉스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단어의 음가를 다양하게 
학습합니다. 각 Unit 마다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Review(복습) 활동을 통해 해당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 줍니다.

주요 구성
• 단어와 이미지 연결하기 • 첫 글자 찾아 단어 써보기
• 첫 소리가 같은 단어 이미지 찾기 • 단어 퍼즐 완성하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찾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완성하기

KC e-Book (10권)
기초 읽기 수준의 우화, 실생활 동화, 계절, 동물 등 기본 주제별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내용으로 빈출 어휘 및 기본 개념 어휘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구성
• 이미지 찾아 올바른 단어 써보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완성하기

• 이해력 확인 문제 풀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찾기

KA
1

Work Book KA2    │

Work Book KA1    │

KA 2

K
A
1

W
orkbook

Workbook KA 1          값 7,500원 

WB_KA cover.indd   1WB_KA cover.indd   1 2020-03-19   오전 11:57:192020-03-19   오전 11:57:19

KB
1

K
B
1

W
orkbook

Workbook KB 1         값 7,500원 

WB_KB �� (2018).indd   1 2019-02-26   �� 6:06:40

KC
1

9 788996 763567

63 740

ISB N 978 - 89 - 967635 - 6 - 7

값 7000원

K
C
1

W
orkbook

Workbook KC 1          값 7,500원 

WB_KC �� (2019).indd   1 2019-08-28   ��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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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워크북 학습하기

1 레벨 e-Book (30권)

2 레벨 e-Book (30권)

기초 읽기 수준의 픽션, 논픽션 스토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주요 어휘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Unit 마다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구성
• 이미지 찾아 올바른 단어 써보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완성하기
• 이미지에 맞는 문장 찾기 • 올바른 문장 완성하기

• 다양한 그래픽오거나이저(Graphic Organizer)를 활용한 글쓰기 

온라인 학습과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세부 정보 찾기 
위주의 활동으로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측정을 목표로 했다면, 워크북은 주제 및 추론 활동
으로 보다 큰 틀에서 스토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구성
• Reading, Writing, Grammar 스킬 향상 • 중등 영어 학습에 필요한 기본 문법 습득
• Paragraph를 강화하여 다양한 영어 표현 노출 • 단어, 문장, 읽기로 점진적 확장 학습 유도

• Unit마다 다양한 유형 제시로 학습 흥미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 강화 

1A
1

9 788998 088064

63 740

ISB N 978 - 89 - 98088 - 06 - 4

값 7, 000원

W
orkbook

1
A
1

Workbook 1A 1          값 7,500원 

WB_1ALevel표지(5mm)-작업(1-5).indd   1WB_1ALevel표지(5mm)-작업(1-5).indd   1 2020-03-19   오전 11:42:132020-03-19   오전 11:42:13

1

 

ISBN 978-89-6861-847-5  

값 7500원

W
orkbook

2
A
1

Workbook 2A 1         값 7,500원 

WB_2A level��(1�~4�).indd   1 2018-09-11   �� 11:04:06

9 788998 088125

63 740

ISB N 978 - 89 -98088 - 12 - 5

값 7000원

1B
1

W
orkbook

1
B
1

Workbook 1B 1          값 7,500원 

WB_1B_Level��(5mm)-��(1-5) 2018.indd   1 2019-04-04   �� 10:42:02

1

 

ISBN 978-89-6861-852-9  

값 7500원

W
orkbook

2
B
1

Workbook 2B 1         값 7,500원 

WB_2B level��(1�~4�).indd   1 2019-09-09   �� 5:12:47

9 788998 088170

63 740

ISB N 978 - 89 -98088 - 17 - 0

값 7000원

1C
1

W
orkbook

1
C
1

Workbook 1C 1          값 7,500원 

WB_1CLevel��(5mm)-��(1-5) 2018.indd   1 2019-09-09   �� 4:58:02

 

ISBN 978-89-6861-857-4  

값 7500원

1

W
orkbook

2
C
1

Workbook 2C 1         값 7,500원 

WB_2C level표지1권~4권.indd   1WB_2C level표지1권~4권.indd   1 2020-03-05   오후 5:09:552020-03-05   오후 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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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프로세스ㅣ자동 레벨업(Level Up) 시스템

도서 표지마다 표시된 포인트 점수는 해당 도서의 독후 학습 PASS 시 부여됩니다.

• 도서 표지에 표시된 포인트는 22단계 레벨을 기준으로  페이지 수, 단어와 문장 난이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모든 도서는 두 번까지 포인트를 제공하며, 처음 학습 완료(독후 학습 PASS) 시 해당 포인트의  
 100%, 두 번째 학습 완료 시 해당 포인트의 40%가 부여됩니다.

• 단, 2레벨 이상부터 제공되는 Full/Easy 모드에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Full 모드로 학습 완료 시 
 100%, Easy 모드로 학습 완료 시 40%가 부여됩니다.

• 각 레벨마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자동으로 레벨 업이 되며 레벨 업이 되었다는 의미는 레벨 
 리딩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업 포인트 기준

PK 100 points

4 3,000 points

5 2,200 points

K 410 points

3 3,600 points

6 1,300 points

1 1,900 points

2 3,30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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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레벨 별 학습 커리큘럼ㅣPre K, K레벨

학습 목표   알파벳 이름과 음가를 학습하고, 파닉스 학습으로 단어 읽기 연습을 합니다. 
챈트와 스토리를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을 유도합니다.

Pre K 

학습 구성 회 차 일 학습량 총 학습일

Alphabet Land 26 3회 10일

약 3개월
(85일 완성)

Phonics Land 100 3회 35일

Word Land 40 2회 20일

Story Land 40 2회 20일

Alphabet 
Land

Phonics Land Word Land Story Land

학습기간(일) 10 45 65 85

학습 목표   기초 학습 단계로 기본 어휘 및 짧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K 레벨 

KA KB KC

학습기간(일) 50 100 150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일 학습량 총 학습일

KA 100권 100권 2권 50일
약 5개월
(150일 
완성)

KB 100권 100권 2권 50일

KC 129권 100권 2권 50일

알고 가기

• K레벨은 e-Book을 주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권 당 2회씩 반복 학습을 진행하여 기초 영어 실력을 탄탄히 다지는 것도 적극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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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레벨 별 학습 커리큘럼ㅣ1레벨

e-Book

p-Book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일 학습량 총 학습일

1A 128권 100권 2권 50일
5개월

(150일 
완성)

1B 138권 100권 2권 50일

1C 147권 100권 2권 50일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주간 학습량 총 학습일

1A 241권 60권 5권 12주(84일)
9개월

(252일 
완성)

1B 239권 60권 5권 12주(84일)

1C 248권 60권 5권 12주(84일)

※ 레벨 별 구성 권수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알고 가기

• 1레벨은 e-Book과 함께 p-Book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레벨 별 구성 권 수가 많기 때문에 추천 도서나 흥미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커리큘럼과 달리 e-Book은 일 2회 씩  p-Book은 주 5권 씩 1 레벨 구성 권 수 전체를 모두 학습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스스로 읽기 준비 단계로 주제별 확장 읽기 활동을 통해 어휘 및 스토리를 이해
하는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1 레벨 

학습기간(일)
50 134 184 268 318 400

e-Book p-Book e-Book p-Book e-Book p-Book

1B 1C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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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레벨 별 학습 커리큘럼ㅣ2레벨

알고 가기

• 2레벨은 e-Book과 함께 p-Book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레벨부터 Full/Easy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Full 모드는 5단계 독후 학습을 모두 진행하며, Easy 모드는 
 Reading Comprehension과 Summary Test만 진행할 수 있어 다독  학습이 가능합니다.

• 레벨 별 구성 권 수가 많기 때문에 추천 도서나 흥미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커리큘럼과 달리 e-Book은 일 1회 씩,  p-Book은 주 5권 씩 2레벨 구성 권 수 전체를 모두 학습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스스로 읽기 초급 단계로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독서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2 레벨 

e-Book

p-Book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일 학습량 총 학습일

2A 184권 100권 1권 100일
10개월
(300일 
완성)

2B 175권 100권 1권 100일

2C 188권 100권 1권 100일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주간 학습량 총 학습일

2A 292권 60권 5권 12주(84일)
9개월

(252일 
완성)

2B 280권 60권 5권 12주(84일)

2C 213권 60권 5권 12주(84일)

※ 레벨 별 구성 권수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학습기간(일) 100 184 284 368 468 552

e-Book p-Book e-Book e-Bookp-Book p-Book

2A 2B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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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레벨 별 학습 커리큘럼ㅣ3레벨

알고 가기

• 3레벨은 e-Book과 함께 p-Book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레벨 별 구성 권 수가 많기 때문에 추천 도서나 흥미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커리큘럼과 달리 e-Book은 일 1회 씩,  p-Book은 주 5권 씩 3레벨 구성 권 수 전체를 모두 학습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e-Book

p-Book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일 학습량 총 학습일

3A 160권 100권 1권 100일
10개월
(300일 
완성)

3B 119권 100권 1권 100일

3C 125권 100권 1권 100일

학습 구성 구성 권 수 목표 학습 권수 주간 학습량 총 학습일

3A 222권 60권 5권 12주(84일)
9개월

(252일 
완성)

3B 163권 60권 5권 12주(84일)

3C 164권 60권 5권 12주(84일)

※ 레벨 별 구성 권수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학습 목표   깊이있는 주제를 다룬 폭넓은 독서 활동을 통해 강력한 읽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비평적 사고를 통한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3 레벨 

학습기간(일) 100 184 284 368 468 552

e-Book p-Book e-Book e-Bookp-Book p-Book

3A 3B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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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 서비스 기능

리딩 유닛 

레벨마스터 배지 및 인증서

레벨업에 성공한 레벨에 대한 레벨 마스터 
배지를 제공합니다.

찜하기 기능

학습을 원하는 도서들은 찜하기를 통해 
별도 페이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딩 유닛은 학습자가 특정 포인트에 
도달할 때마다 제공되며, 
100/200/300/500/750 등 총 12단계 
포인트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레벨업 인증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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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 서비스 기능

다양한 리딩 모드 선택 기능

Basic  기본 모드이며 하이라이트와 텍스트, 오디오가 모두 제공됩니다.
No Highlight  하이라이트 표시가 제거되며, 원어민 발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효과적인 
Listening 훈련이 가능합니다.
No Text  글자 제거하기 기능으로 오직 음원에만 의지하여 책을 따라 읽는 ‘쉐도우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No Audio  음원 제거하기 기능으로 ‘묵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책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게 되어 책의 줄거리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를 원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 e-Book KA~3레벨까지 기능 이용 가능함)

영어 텍스트 제거,  원어민 사운드 제거,  
하이라이트 제거 기능을 통해 다양한 
읽기 모드 구현 가능합니다.

스토리 재생속도 조절 기능

1.0X, 0.8X, 1.2X, 1.5X로 원어민 음성 
속도를  학습자 수준에 맞춰 느리게 혹은 
빠르게 조정 가능합니다.

반복 듣기 기능(현재 APP에만 기능 구현)

터치할 때마다 1,2,3으로 바뀌며, 
이 때 버튼에 나타나는 숫자만큼 
e-Book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복 읽기를 통해 집중 듣기, 흘려 듣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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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 서비스 기능

책갈피, Prograss Bar

STORY가 긴 e-Book 2레벨부터 
내가 읽고 있던 스토리 페이지를 
기억해주는 책갈피 기능과 
Progress Bar(APP 적용 준비 중)로
책 읽기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출력 서비스

e-Book Pre K레벨 ~ 2레벨 도서 학습 
완료 후 History>Reading에서 학습 
완료한 도서 체크 후 Worksheet 출력 
가능합니다.

워크시트는 Pre K~2레벨 e-Book 중 
ws 가 표시된 콘텐츠만 출력 가능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어장 출력 서비스

e-Book, p-Book 학습 완료 후 
History>Reading에서 학습 완료한 
도서 체크 후 Vocabulary List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e-Book K레벨, 1레벨은 독후
학습 프로그램 내에서도 단어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26



5FAQ

레벨테스트

학습

Q. 레벨테스트가 끝나지 않아요. 오류인가요?

A. 레벨테스트 소요 시간은 약 20~40분 정도, 문제 수는 최소 30문제에서 최대 226문제로, 
 어느 단계의 테스트를 보던지 학생에게 적합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문제 단위로  
 반복됩니다. 중간에 종료하면 테스트 결과를 얻지 못하므로 최종 레벨 결과가 표시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해주세요.

Q. 레벨테스트를 다시 볼 수 있나요?

A. 자신의 리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 레벨테스트 진행 후 6개월 후에 레벨테스트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자신의 리딩 레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레벨테스트에서 나온 학습자 레벨부터 레벨업이 시작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레벨테스트는 학생의 읽기능력진단평가일 뿐이며,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레벨부터 레벨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레벨업은 학생이 각 레벨마다 요구하는  
 일정 포인트를 채워야만  레벨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벨테스트에서는 KA레벨이  
 나왔으나 KC레벨을 선택 후 도서들을 읽어 360포인트를 모았다면, 1A로 레벨업이 
 되는 식입니다.

Q. 읽고 있는 도서가 200권이 넘으면 새로운 도서를 학습할 수 없나요?

A. 읽고 있는 도서에서는 최대 200권까지 도서를 담을 수 있으며, 200권이 다 차면 
 더 이상 읽고 있는 도서에 도서를 추가할 수 없으며, 신규 도서를 선택해도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읽고 있는 도서 페이지에 있는 도서 중 불필요한 
 도서들을 삭제하시면 삭제한 도서만큼 새로운 도서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읽고 있는 도서에 담긴 도서 중 6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진행중인 학습은 
 60일 이내에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Q. 학습을 완료한 책을 다시 보고 싶어요.

A. 기초학습(Pre K)을 제외한 모든 레벨의 학습은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하며, 
 학습 완료 횟수에 따라 다시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을 한 번 완료한 도서
  도서관 > 도서선택에서 도서 선택 후 읽기 가능 

 - 학습을 두 번 이상 완료한 도서
  리포트 >  학습이력에서 자세히 클릭 후 Review 클릭 시 읽기 가능  

  <보충 설명>
  Review 모드에서는 자신이 푼 문제의 정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통과하지 못한 과제와 통과를 했더라도 6개월이 지난 독후학습의 경우에는 
  정답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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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AQ

포인트 및 
레벨업 Q. 현재 내 레벨 이외 다른 레벨을 읽어도 포인트가 쌓이나요?

A. 다른 레벨의 도서를 읽어도 포인트는 쌓이며 전체 누적 포인트에도 합산됩니다. 다만,  
 현재 1A레벨에서 1B로 레벨업을 하고 싶다면 1A레벨 도서에서만 획득한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에 도달해야 1B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Q. 한 번에 한 단계 씩만 레벨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리딩게이트의 모든 레벨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레벨을 선택해서 레벨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재 KC레벨인 학생이 1C레벨을 
 학습하여 1C레벨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6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2A레벨로 레벨업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레벨 단계에 맞춰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의 권 수 또는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에 제한이 있나요?

A.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도서 권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일 획득한 포인트가 150이상이 
 되면 도서에 대한 독후 학습이 제한되어 익일 독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카페 주요 FAQ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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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원 학습 후기

블로거 헵시바님

블로거 소요님

블로거 파티쟁이님

리딩게이트는 가볍게 영어 책을 읽는다는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초등영어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게다가 전용 앱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답니다.

KC 레벨에서 시작해 1A로 훌쩍 레벨업한 율이는 
이젠 영어 문장도 읽고, 만들 줄도 알게 되었답니다. 
리딩게이트로 영어독서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높아져
서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네요.

지난 주말, 지하철 안에서 즐겁게 리딩게이트로 학습
했어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리딩게이트 모바일 앱만 실행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유튜브 대신 리딩게이트를 
선택할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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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습노하우 공유 채널

리딩게이트 네이버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readinggatecafe)

• 리딩게이트 이용가이드 

• 독후활동 자료 및 
 가이드 제공

• 선배맘 학습노하우 제공

• 매일독서 프로젝트

• 학습 코칭 프로젝트

• 따라읽기 프로젝트 외

• 프로그램 설명회

• 멘토맘 학습노하우 
 간담회

다양한 정보 공유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오프라인 행사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저희 리딩게이트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readinggatecafe)를   
 방문해 주세요. 많은 정보와 학습 노하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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