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are Sunshine Readers?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동화작가 Joy Cowley 등이 

주요작가로 참여한 영미권 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특징

	 ● Lovable Characters
	 ● Appealing Storylines
	 ● Humor and Twist
	 ● Including Non-fiction Readers
	 ● 27 Years of Global English Education Experience

●  “Sunshine Readers are outstanding. There are other readers available similar in intent 
to Sunshine Readers, but none support our students to the level they require in order to 
develop a love and passion of reading, develop decoding and comprehension skills in 
such an engaging and fun way. Thank you.” - Jill

●  “We enjoy the range of books and love the matching hard copy texts that are available.  
The children love to read them after using them online.” - Glenda

●  “A great resource for reading in the classroom as part of the curriculum.” - Cathy

●  “This has been one of the most well used resources we have purchased at school.  
The readers are very popular with both the students and teachers.” - Andrea

해외 선생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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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Arrived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샤인 리더스를 바탕으로 한 5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스토리 기반 

Literacy 강화 프로그램

미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27년간 해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검증된 통합형 Reading 프로그램

4 Skills (Reading / Listening / Speaking / Writing)를 골고루 학습할 수 있고, 

놀랄 만큼 다채로운 1,000여 개의 액티비티가 포함된 신나는 온라인 프로그램

언어능력향상을 위한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개념 이해중심의 수학 프로그램을  
동시에! 

Sunshine Reading Club isTM

Reading Club  U.S.A
Reading Club  HK

Reading Club  AU / NZ

Reading Club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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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의 통합 서비스

www.sunshinereadingclub.co.kr Free Trial

선샤인 리딩클럽의  다양한 활용, 마음껏 선택하세요!

온라인으로 다독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활용!

*+500 Fun Stories, 
 +1,000 Interactive Activities

스토리로 읽고, 스터디북으로 학습!

*5 Steps, 50 Levels of Study Book

온라인 프로그램과 스터디북을 함께 사용!

*Online Program access through Study Book

Service Type1

Service Type2

Service Type3

Only

Online Study

A Study Book 
contains storybooks

Study Book

Storybooks

Online Study

Study Book

Story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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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Online

선샤인 리딩클럽 만의 
특별함!

국내 교육환경을 반영,
선샤인 본사와 공동개발

+500 선샤인 스토리

(Fiction & Non-fiction)
+1,000 온라인 액티비티

(Fun & Interactive Study)

Step 0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eBooks

Activities

 차별화 된 온라인 학습         1,000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         프린트가 가능한 다양한 Portfolio 자료 활용

Fiction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재미있는	e-book

Non-Fiction

배경지식을	확장	시키기	위한	인트로	동영상	지원 

Rocket Launch

Newspaper front page

Fill in the blank

Story Toolbox

Punctuation station

Book Cover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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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Study Book & Storybook

www.sunshinereadingclub.co.kr Free Trial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파닉스 후 첫 리딩

●  Vocabulary
●  Comprehension
●  Read Aloud
●  Spelling
●  Writing

파닉스 후 2년 차

●  Vocabulary
●  Comprehension
●  Fluency
●  Writing

영어학습이력 3~4년 차

●  Vocabulary
●  Comprehension
●  Speaking
●  Writing

영어학습이력 4~5년 차

●  Vocabulary 
Extension

● Comprehension
●  Speaking
●  Writing

시험대비 / 중등

●  Vocabulary Extension
●  Building Background 

Knowledge
●   Independent Reading

국내기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중등

초등

유치

 Level 41~50
 WC : 1,750~3,080
 AR : 4.5~6.0
 L : 750~950

20 Stories
(F / NF)

 Level 31~40
 WC : 450~1,750
 AR : 3.9~5.0
 L : 700~800

30 Stories
(F / NF)

 Level 21~30
 WC : 130~400
 AR : 3.0~3.9
 L : 500~700

30 Stories
(F / NF)

 Level 11~20
 WC : 55~120
 AR : 2.0~2.9
 L : 300~500

30 Stories
(F / NF)

 Level 1~10
 WC : 25~55
 AR : 1.2~1.9
 L : 30~300

30 Stories
(F / NF)

▒ Sunshine Reading Club 대상 및 단계(Study Books)

3권의 Storybook을 포함한

Study Book
(Extensive Reading)

Study Book마다 포함된

Access Code를 통한 온라인 학습
(Blended Learning)

5년 이상의 장기 커리큘럼
구성 가능

(5 Steps, 50 Levels)

* Step 5는 스토리북 2권 포함

Study Book Cover에 있는  

온라인 Access Code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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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App

선샤인 리딩클럽은 태블릿PC (아이패드 및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Step 및 Level별 분류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sunshine”검색 후  다운로드

● 애플 앱스토어 : “sunshine” 검색 후 다운로드

태블릿으로 보고, 터치하며 학습! 몰입도 UP!

▶	기기별로	다운로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Wifi	환경에서	다운로드	해	주세요.

PC와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내 ebook을 보관할 수 있는  

서재 및 도서 별 소개

sunshine 전용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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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Online

선샤인 리딩클럽 온라인은 국내 수업환경에 맞춘 LMS (학습관리시스템) 및 수업자료  

지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4개 영역 및 다양한 언어학습유형에 

맞추어 학습자 중심으로 세밀하게 개발된 액티비티, 녹음, 포트폴리오 등 학교, 학원,  

공부방 등 모든 형태에서의 리딩 수업의 효과적인 완성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PC 및 태블릿 기기와의 연동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Study
Book

Storybook

Literacy & Math

+ 1,000 Activities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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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레벨 구성 및 학습목표

Step 0(Alphabet / Phonics)부터 Step 5까지 총 6단계로 구성

선샤인 리딩클럽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레벨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단계와 50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tep 1~5 단계는 각 10개의 세부 레벨로 구성)

각 레벨에는 학생들의 리터러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학습 목표에 따른 다양한 픽션·논픽션 

스토리와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필수적인 기초 수학개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 

스토리도 함께 제공합니다.

▒ Sunshine Reading Club 대상 및 단계(Online)

국내기준 Step 0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중등

초등

유치

✽선샤인 리딩클럽 온라인은 첫 영어학습을 위한 파닉스 단계(step 0)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파닉스 단계

●  Letter
●  Phonics
●  Vocabulary

파닉스 후 첫 리딩

●  Vocabulary
●  Comprehension
●  Read Aloud
●  Spelling
●  Writing

파닉스 후 2년 차

●  Vocabulary
●  Comprehension
●  Fluency
●  Writing

영어학습이력 3~4년 차

●  Vocabulary
●  Comprehension
●  Speaking
●  Writing

영어학습이력 4~5년 차

●  Vocabulary 
Extension

●  Comprehension
●  Speaking
●  Writing

시험대비 / 중등

●  Vocabulary 
Extension

●  Building Background 
Knowledge

●   Independent 
Reading

 Phonics
 WC : 25~more
 AR : 0~1.2
 L : BR~70
Alphabet
Letter Combinations
Word Families

 Level 1~10
 WC : 25~55
 AR : 1.2~1.9
 L : 30~300

91 Stories
(Literacy / Math)

 Level 11~20
 WC : 55~120
 AR : 2.0~2.9
 L : 300~500
101 Stories
(Literacy / Math)

92 Stories
(Literacy / Math)

 Level 21~30
 WC : 130~400
 AR : 3.0~3.9
 L : 500~700

76 Stories
(Literacy / Math)

 Level 31~40
 WC : 450~1,750
 AR : 3.9~5.0
 L : 700~800

 Level 41~50
 WC : 1,750~3,080
 AR : 4.5~6.0
 L : 750~950

65 Stories
(Literacy)

선샤인 리딩클럽 온라인은  

첫 영어학습을 위한 파닉스 단계(step 0)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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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Literacy

Sunshine Reading Club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재미! - 

Literacy
선샤인 리딩클럽의 리터러시 리더스는 다양한 픽션, 논픽션의 주제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 레벨로 분류되어 각 레벨 별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서는 알파벳과 파닉스를 학습합니다.
Step

0

단계에서는 Shared Reading이 가능한 읽기를 제공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단계에서는 Guided Reading과 기본 Writing 훈련을 제공합니다.

Step

4
Step

5
단계에서는 읽었던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심화과정으로 학생들의 리딩학습을 

완성시키고 Speed Reading, Writing 등 기본적인 리터러시 스킬을 확장시킵니다.

QR 코드로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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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 학습은 Alphabet, 단어, 스토리로 이어지는 연계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은 Interactive한 액티비티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Word Family와 Letter Combination 학습은 문자와 단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tory
 Form the Letters
 Letter Recognition
 Letter Sounds

 Letter Story
 Letter Activity
 Word Activity

Alphabet

Words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Online┃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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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 시리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와 학과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들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어 리딩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논픽션 시리즈는 배경지식의 확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 주제들을 고루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리터러시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트와 재미

 애니메이션 / 하이라이트 기능

 각 주제에 따른 설명 및 영상제공

 다양한 캐릭터들로 재미있는 내용

 주제별, 영역별 배경지식 확립

  체계적인 Writing 학습 정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Fiction e-books

Non-fiction e-books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Online┃Literacy

논픽션 시리즈에는 사전 배경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트로 영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Tip

Online 11



Sunshine Reading Club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재미! -  

+ 1,000 Activities
선샤인 리딩클럽의 가장 큰 특징인 Interactive Activity는 그룹수업 활용에 적합하며,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Phonics, Letters를 비롯한 단어, 문장 읽기를 중심으로 Comprehension에서 

Writing까지  게임 및 다양한 캐릭터들과 재미있는 형식으로 놀이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Story Toolbox 등 다양한 그룹수업에 어울리는 요소들이 함께 

제공되어 보다 액티브한 리딩수업에 적합합니다.

ebook과 연계된 1,000여 개의 다양한 액티비티는 학습자중심의 완벽한 인터랙션이 

구현되어 각 단계별 필수어휘, 문장, 중심내용 확인 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nline┃+ 1,000 Activities

Over 
1,000

QR 코드로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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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1,000 Activities

Letters 액티비티는 다양한 캐릭터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Letter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습니다. 메인 캐릭터인 Lettergetter와 

함께 단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Word Family로 단어를 확장하며 소리를 통한 게임형식의 구성으로 파닉스 단계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Words 액티비티는 각 레벨 별 필수어휘들을 게임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단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에 대한 단순암기가 아닌 문장 속에서 만들어 나가거나 혹은 게임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학습이나 암기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각 액티비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Word Slurper나 Word Works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단어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며, Word Works의 경우 기초문법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Word Train이나 Word Detective는 읽기 유창성을 훈련시켜줍니다.

 Lettergetter
 Cool Spelling
 Word Scramble
 Fantastic Fridge Magnets

 Word Slurper
 Word Works
 Word Train
 Word Detective
 The Great Word Game
 Squawk the Plank

Letters

Words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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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액티비티는 다양한 유형의 퀴즈를 통하여 읽은 스토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을 이용한 Unscramble 및 

문장의 Sequencing 등 기존의 Multiple Choice에서 벗어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여 종의 문제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풀어내어 수업 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판단하기에 적합합니다. 

모든 퀴즈는 음성지원이 되며 본문의 내용을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어 수업 시 내용의 반복확인이 가능합니다.

Reading 액티비티는 기존의 액티비티들과는 달리 학습자중심으로 구성되어 주어진 문장이나 문단을 익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Writing의 중심이 되는 Story Making으로 연계됩니다.

Readermeter는 Speed Reading 훈련으로 재미있게 Reading Fluency까지 연결되는 장점이 있어 수업 시 사용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prehension

Reading

 Quiz
 Whizzy Quiz

 The News Reader
 Readermeter

Online┃+ 1,000 Activities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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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액티비티는 Interactive 한 액티비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철저히 학습자중심에 맞춰 구성하였습니다. Story Toolbox 및 Newspaper Front Page를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쓰기를 학습할 수 있으며, Silly Story Maker는 메인 스토리를 자신만의 상상의 스토리로 바꾸어보는 재미있는 

액티비티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글쓰기를 완성하기까지 선샤인 리딩클럽의 Writing 액티비티로 재미있는 수업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선샤인 리딩클럽 액티비티의 장점 중 하나인 Game은 3D 입체게임형식부터 학습게임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는 재미에 초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게임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되어 해외 학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액티비티입니다.

Writing

Game

 Mighty Writer
 Story Toolbox
 Newspaper Front Page
 Punctuation Station
 Sentence Sizzler 
 Silly Story Maker / Writer
 Book Cover Maker

 Spelling Game 
 Word Game 
 The Pyramid Maze Game 
 Puzzle Game 
 Challenge Game 
 The Perimeter Game 
 Spin Game 
 Shooting Game

Online┃+ 1,000 Activities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Online 15



Sunshine Reading Club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재미! - Math
선샤인 리딩클럽은 수학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언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ebook과 액티비티를 통해 재미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개념설명과 Number, Calculate, 

Shape, Statistics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학습하지만 자연스럽게 수리개념도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들을 학습하면서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Shape나 Number Counting 등 기초에서부터 레벨이 올라갈수록 심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개념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수업에나 활용 가능합니다.

Online┃Math

▶ 일부 step에 한하여 온라인으로만 지원합니다.

수학과 영어학습을 동시에! 
기초 수리개념을 습득하면서 저절로 영어학습까지 확장!“

”

QR 코드로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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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Math

Number는 기본적인 수의 개념을 다루며, 재미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의 개념에 Calculate 등 기초 수학 활용이 추가되어 Literacy 수업과 병행 사용 시 수업의 재미를 더해주고 수리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Count to 10
 Counting Animals
 Counting Space Buggies
 Number Hide and Seek
 Finding Groups
 How Many?
 Spottydoddil Snap

 The Space Ark
 The Treasure hunt
 Double Bubbles
 Making Money
 The Toy Shop
 The Party Machine
 Flower Bouquet

Number

Calculate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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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스텝에서는 Shape 등 다양한 수학개념으로 확장되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에 도움을 주며 액티비티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Statistics 관련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단계들과의 연관성 있는 주제들을 재미있는 형식으로 풀어내어 반복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hape

Statistics

 Making Shapes
 Different Shapes
 Build the Rocket
 Stand Slide Roll
 Put the Shapes Away
 Make a Picture
 Spot the Triangle

 Counting on a Graph
 Graph Making
 Basketball Game
 Skipping Game

Online┃Math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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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교사용 지원 자료

선샤인리딩클럽의 선생님들은 수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부가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생님 회원을 위한 수업 지원자료

 ●Flashcard (플래시카드)

 ●Script / Translation (스크립트, 번역본)

 ●Teacher’s Note (수업가이드)

 ●Mp3 File (오디오)

 ●Worksheet (워크시트)

 ●Answer Key (답안지)

 ●Wordlist (단어 리스트)

 ●Dictation Sheet (딕테이션 시트)

콘텐츠별로 제공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Online 19



Online┃학습관리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자 메뉴에서는 소속학생들에 대한 

학습도서 할당 및 학습현황 관리 등 효율적인 독서클래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클래스 운영

 ●학생별 ID 생성

  ●클래스(학생)별 학습도서(과제) 할당

 ●학생별 학습현황 확인 / 점검

 ●학생별 독서랭킹 확인(클래스 / 레벨별)

 ●학부모 상담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효율적인 독서관리를 위한 리포트 제공

20 Online



Online┃Teacher (선생님 / 학원)

1. Teacher’s main (선생님 페이지)

Step 선택 → Level 선택 → 스토리북(교재) 선택 후, 

표지이미지 또는 ‘Read’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 각 교재에 관련된 선생님 지원자료 다운로드 및 활용 가능

학생별로 보여지는 “View Work”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상세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이력 초기화

•전체 학습 내역 엑셀로 출력하기

•Report (포트폴리오) 출력하기

2. Class Work (클래스 생성 및 관리)

내 클래스를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별 학생 목록을 구성합니다.

*  선생님 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 중 ‘Class Work’를  
 클릭하시면 Class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Student Work (학생별 학습현황 확인)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클래스 내 학생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을 리스트에 추가 등록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Online 21



Online┃Teacher (선생님 / 학원)

4. Assign/Remove Work (과제 할당)

클래스 내 학생별로 읽어야 할 교재를 과제로 할당하려면 

원하는 학생을 선택 후, ‘Assign / Remov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선생님 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 중 Assign / Remove Work’를  
  클릭하시면 과제 할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License (학생별 라이선스 관리)

클래스 화면 내 License History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재  

사용 중인 학생들의 서비스 제공 기간 및 보유 라이선스 범위 

내 등록 가능한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별 할당, Level별 할당, Step별 할당, 전체 도서 할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할당이 가능합니다.

•Select All :  현재 선택된 레벨(붉은색으로 활성화됨)에  

 해당하는 모든 교재를 선택하고 싶을 때

•Deselect All :  현재 선택된 레벨에 해당하는 모든 교재를  

 선택 취소

•All Books :  클릭하시면 모든 스텝 / 모든 레벨의 전체  

 교재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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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Study Book

선샤인 리딩클럽 스터디북은 리딩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권마다 직접 만들어 보는 스토리북이 함께 제공되어 학생들이 더욱 좋아합니다.

Online

Storybook
Stud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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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특징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시작하는 신나는 수업

 스토리북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용 Components

 기존의 스토리북 세트, 리딩스킬북 시리즈보다 다채로운 구성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4 skills 통합 수업 가능

총 5 단계, 50 레벨의 단계별 수업용 리딩 프로그램1.

각 교재마다 3권의 스토리북 제공2.

각 교재마다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3.
멀티미디어 수업

Homework

7

My kite goes down.

My ball goes up.

4
8

My balloon goes  
up and up and up. 

My ball goes down.
5

My plane goes down.
3

7

My kite goes down.

Step 5는 
2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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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단계별 구성

Step 1~5의 5단계와 각 단계별 10권 구성으로 단계마다 학습 목표를 철저히 반복하고 

다음 단계와의 격차를 최소화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레벨 : Level 1-10
●교재 권수 : 10권 
●AR : 1.2~1.9
●L : 30~300
Literacy 
Phonics Review/
Vocabulary 

●레벨 : Level 11-20
●교재 권수 : 10권 
●AR : 2.0~2.9
●L : 300~500
Literacy 
Vocabulary / Sentence  
Pattern / Basic Writing

●레벨 : Level 21-30
●교재 권수 : 10권 
●AR : 3.0~3.9
●L : 500~700
Literacy 
Reading Comprehension / 
Sentence Writing 

●레벨 : Level 31-40
●교재 권수 : 10권 
●AR : 3.9~5.0
●L : 700~800
Literacy 
Essay Writing / 
Reading Comprehension

●레벨 : Level 41-50
●교재 권수 : 10권 
●AR : 4.5~6.0
●L :750~950
Literacy 
Essay Writing / 
Reading Comprehension

Study Book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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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상세구성 Step 1
Step

1

Words to Know
학생들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핵심	문장구조와	
주요	단어를	미리	제시해	
줍니다.

Sentences to Say
스토리와	Introduction
에서	연습된	주요문장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각	유닛에는	
Comprehension	스킬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가	
제공됩니다.

Writing
각	유닛에는	단계별	쓰기연습을	
제공됩니다.

Show and Tell
각	유닛에는	학습자	개인별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제공됩니다.

Introduction
본	교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스피킹	확장	
액티비티들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문장과	
핵심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Vocabulary List
스토리를	읽기	전,	새로운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리딩스킬의	기초를	
다지고	스토리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ocabulary
각	유닛에는	흥미	있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	단어학습이	제공됩니다.

Review Quiz
각	유닛에는	수업	독후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10개의	퀴즈를	제공됩니다.

Review Activity
각	유닛에는	재미있는	게임	및	신나는	그룹	액티비티를	
포함한	수업용	액티비티들이	제공됩니다.

Fluency
각	유닛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읽기를	위한	연습이	
제공되며,	이는	유닛의	첫	번째	페이지	Sentences to Say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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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상세구성 Step 2
Step

2

Words to Know
학생들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핵심	문장구조와	
주요	단어를	미리	제시해	
줍니다.

Sentences to Say
스토리와	Introduction
에서	연습된	주요문장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각	유닛에는	
Comprehension	스킬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가	
제공됩니다.

Writing
각	유닛에는	단계별	쓰기연습을	
제공됩니다.

Book Repor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개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독후	리포트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Introduction
본	교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스피킹	확장	
액티비티들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문장과	
핵심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Vocabulary List
스토리를	읽기	전,	새로운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리딩스킬의	기초를	다지고	스토리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ocabulary
각	유닛에는	흥미	있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	
단어학습이	제공됩니다.

Review Quiz
각	유닛에는	수업	독후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10개의	퀴즈를	제공됩니다.

Review Activity
각	유닛에는	재미있는	게임	및	신나는	그룹	액티비티를	
포함한	수업용	액티비티들이	제공됩니다.

Fluency
각	유닛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읽기를	위한	연습이	
제공되며,	이는	유닛의	첫	번째	페이지	Sentences to Say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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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상세구성 Step 3

Comprehension
각	유닛에는	
Comprehension	스킬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들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과	방식으로	스토리를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Writing
각	유닛에는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요약할	
수	있는	단계별	쓰기	연습이	제공됩니다.

My Book Repor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개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독후	리포트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Vocabulary List
스토리를	읽기	전,	새로운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리딩스킬의	기초를	다지고	스토리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ocabulary
각	유닛에는	흥미	있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	
단어학습이	제공됩니다.

Review Quiz
각	유닛에는	수업	독후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10개의	퀴즈를	제공됩니다.

Review Activity
각	유닛에는	재미있는	게임	및	신나는	그룹	액티비티를	
포함한	수업용	액티비티들이	제공됩니다.

Expressions
각	유닛에는	빈도	높은	관용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숙어	리스트와	연습문제가	제공됩니다.

Introduction
각	유닛의	첫머리에는		
해당	스토리의	간략한	
요약이	제공됩니다.	
스토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uestions to  
Think Abou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기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3가지	warm-up	
문항이	제공됩니다.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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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상세구성 Step 4

Comprehension
각	유닛에는	
Comprehension	스킬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가	
제공됩니다.

Writing
각	유닛에는	단계별	쓰기연습을	
제공됩니다.

My Book Repor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개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독후	리포트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Vocabulary List
스토리를	읽기	전,	새로운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리딩스킬의	기초를	다지고	스토리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ocabulary
각	유닛에는	흥미	있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	
단어학습이	제공됩니다.

Review Quiz
각	유닛에는	수업	독후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10개의	퀴즈를	제공됩니다.

Review Activity
각	유닛에는	재미있는	게임	및	신나는	그룹	
액티비티를	포함한	수업용	액티비티들이	
제공됩니다.

Expressions
각	유닛에는	빈도	높은	관용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숙어	리스트와	연습문제가	제공됩니다.

Introduction
각	유닛의	첫머리에는	
해당	스토리의	간략한	
요약이	제공됩니다.	
스토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uestions to  
Think Abou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기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3가지	warm-up	
문항이	제공됩니다.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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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o  
Think About
각	유닛에는	학생들의		
기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3가지	warm-up	문항이	
제공됩니다.

Study Book┃상세구성 Step 5

Comprehension
각	유닛에는	
Comprehension	스킬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가	
제공됩니다.

Writing
각	유닛에는	독후	리포트	형식의	단계별	쓰기	연습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개별	문장들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view Quiz
각	유닛에는	수업	독후테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10개의	퀴즈를	제공됩니다.

Vocabulary List
스토리를	읽기	전,	새로운	단어를	학습함으로써
리딩스킬의	기초를	다지고	스토리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ocabulary
각	유닛에는	흥미	있는	액티비티들을	활용한	
단어학습이	제공됩니다.

Introduction
각	유닛의	첫머리에는	해당	
스토리의	간략한	요약이	
제공됩니다.	스토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pressions
각	유닛에는	빈도	높은	관용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숙어	리스트와	연습문제가	제공됩니다.

Step

5

30 Study Book



Study Book┃수업제안

선샤인 리딩클럽 Study Book은 리딩 스킬과 리더스 수업의 장점을 결합한 리딩 

코스북이며, 통합 리딩 교재로 사용하시기 적합한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tudy Book(교재) Only 수업제안

▒ Study Book(교재) + Online 수업제안

시간 목적 내용

10 min Vocab Test / Warm-Up Vocabulary List 활용한 단어 익히기 / 시험

5 min Pre-reading Discussion Topic 관련 Pre-reading 문제논의

20 min Presentation 스토리 읽고 내용설명(교재에 첨부된 리더스 활용)

15 min Reading Skill 문제풀기

시간 목적 방법 내용

5 min Warm-Up Online Flash Card로 단어 익히기

5 min Pre-reading Discussion Online Topic 관련 Pre-reading  

문제논의

20 min Presentation Online
스토리 읽고 내용설명  

(Shared Reading)

15 min Reading Skill Online 문제풀기

5 min Wrap Up Online Activity 활용

예시) 주 2회 (1개월 과정)

Vocab Test / 
Warm-Up

Pre-reading  
Discussion Presentation Reading Skill10분

Warm 
-Up 5분

5분 20분 15분

Wrap 
Up 5분

Pre-reading  
Discussion 5분 Presentation 20분

Reading 
Skill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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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ook┃스토리 수업 진행 예시

학습목표

Reading Skill 
유창하게 (발음, 억양, 끊어 읽기) 읽을 수 있다. 이야기의 흐름과 핵심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감정 및 행동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핵심내용 또는 그림으로 Picture Story Map이나  

Book Report를 완성할 수 있다. 

Speaking / Writing Skill
내용 이해를 묻는 말에 영어로 짧게 대답할 수 있다.

Story Map이나 Book Report를 보면서 핵심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Retell 할 수 있다.  

이야기에 사용된 핵심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같은 패턴의 문장을 쓰거나 말할 수 있다.

Critical Thinking / Creative Thinking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Value / Emotion Control 
사람마다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예의 바르게 충고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외모나 성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장구조 ① 과거형    ② 대명사    ② 직접화법 – Mom says, “You look beautiful!”

학습어휘 wear, pull, curl, comb, commercial, wave, mirror, glare, curl, dye

I Hate My Hair! (Step 3_Level 21)

 Before Reading
	 ● 내용 예측(등장인물, 주요사건 등)

	 ● 핵심어휘 소개

 During Reading
	 ●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 읽기

	 ● 그림이나 맥락으로 힌트 제공

 After Reading 1(스토리 이해)

	 ● 유형별 문제풀이, 스토리 퀴즈 게임

	 ● 스토리 Map / Chart, 질의응답 활동

	 ● Summary / Retelling 활동

 Homework(과제부여)

	 ● 온라인으로 다시읽기, 과제점검표 작성

	 ● 온라인 액티비티 학습 후 점검표 체크

 Before Reading
	 ● 내용 리뷰 / 핵심어휘 리뷰하기

 During Reading
	 ● 유창 읽기 훈련

 After Reading 2(확장수업 및 토론)

	 ● Talk about Experiences
	 ● Talk about Feelings
	 ● Discussion
	 ● Value Learning
	 ● Creative Project Work

 Homework(과제부여)

	 ● 온라인으로 녹음활동, 듣고 스스로 평가하기

	 ● Book Report 작성

Expansion & Discussion
● Critical / Creative Thinking
● Value / Emotion

Understand the Story
● 다양한  읽기 활동 
● 핵심 내용 이해 퀴즈 게임
● 스토리 Retell, Summary

수업 
구성

수업 
가이드

Day 1 Day 2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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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Reading Club┃Storybook

선샤인 리딩클럽 스토리북은 세계적인 동화작가들이 집필한 다양한 레벨과 장르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Online

Study
Book

Stor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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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0 (Alphabet)

Alphabet

Letter 
Combinations

Wor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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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1 (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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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2 (L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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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3  (L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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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4 (L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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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Story List Step 5 (L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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