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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Whiteboard Compatible

CD-ROM

Digraph stories Vocabulary

특징:

- 좌에서 우로 읽는 전체 단어를 통해  

   체계적인 디코딩 학습

- 학습한 파닉스 내용 일일 리뷰

- 블렌딩, 세그멘팅 액티비티

- 다감각 학습 방법

- ‘Tricky Words’ 단어를 순차적으로 교육

- 통합적 평가

CD 포함 자료:

- 평가 섹션

- 유창성 연습 목록

- 집에서 할 수 있는 디코딩 액티비티

- 액티비티

Word building

Phonics Teach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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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Phonics Software FREE online software demo:
 www.letterland.com/Story-Phonics-Software

특징: 
- Phonics Teacher’s Guide에 포함된 이중음자    

   이야기 애니메이션

- 글자 소리와 중요 단어 오디오 파일

- 블렌즈 & 이중음자 노래 파일

- 확인학습 게임

- 글자 소리 복습을 위한 빠르게 읽기

- 단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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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이 단계는 Letterland 교수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코딩이 가능한 단어와 몇 가지 ‘Tricky Words’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Phonics Teacher’s Guide의 매 

레슨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제공됩니다.

Message from the Author Phonics Readers Set 1-4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규칙과 규범들로 가르쳐야 하는 파닉스 교육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직접 가르치던 

아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부터 입니다.

이 스토리들은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단어 속에서 

일정하고 규칙적인 행동을 취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서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글자의 규칙을 공부하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즐겁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집에서 어머니와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부모 또한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40년을 넘게 레터랜드의 시스템이 영어권 나라 뿐만 아니라 

비 영어권을 포함해 세계 11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레터랜드를 통해 영어로 쓰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또한 아래에 나와 있는 분들을 포함해 레터랜드와 

함께한 부모님들과 교사 그리고 존경 받는 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Lyn Wendon, Originator of  Letterland

Phonics Workbooks 1-6
이 6권의 워크북은 Phonics Teacher’s Guide의 모든 소리와 스펠링 

패턴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워크북은 소리를 블렌딩하고 나누는 것에 관한  

잘 설계되고, 응용 가능한 액티비티와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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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Letterland?

Letterland는 3-8살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독특하면서도 음성적 기반을 둔 접근법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Letterland의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검정색 글자모양에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림글자 등장인물들로 변합니다.

그들은 Letterland라고 불리는 상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무미건조한 Phonics 법칙들을 매력있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아이들은 읽는 것, 생각하는 것, 배우는 것에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글자의 모양과 

소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으며

단어의 완성, 읽기 그리고 쓰기로 

발전시켜 줍니다.

1. Learn letter sounds
     Letterland의 친근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면, 정확한 글자 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2. Learn letter shapes
     Letterland 캐릭터들의 간단한 이야기는    

     정확한 글자 모양을 쓰게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글자와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Actions
알파벳 액션은 각각의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액션과 글자 모양, 소리는 서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Sounds
Harry Hat Man은 그의 이름 첫소리에서 소리를 

내지요. ‘hhh…’. 라고 속삭여보세요.

Digraphs
Sammy Snake가 Harry Hat Man뒤에서 ‘sss...’  

하는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Hat Man은 뒤를 돌아 ‘sh!’ 라고 말합니다.

Shapes
Hat Man의 머리에서 땅에 닿은 발끝까지 

빠르게 내려 그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굽힌 무릎 위로 올라가세요. 

그럼 그가 소리를 내며 깡충 뛸 수 있어요.

Uppercase
Hat Man이 중요한 단어를 시작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모자를 쓴 채로 

물구나무서기를 한답니다.

How does i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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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d building
     블렌즈, 이중음자, 삼중음자를 포함하는    

     모든 단어를 블렌딩하고 나누어보는 것이  

     초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 Advanced Spelling
파닉스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친근한 논리로 

모든 44개의 글자 소리와 주요 스펠링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Picture Code Cards
Letterland 캐릭터와 먹글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Interactive Software
재미있는 노래와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블렌딩하고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Picture Coding
아이들이 Letterland 캐릭터를 먹글자 속에 

그리면, 글자에게 생동감을 불어넣고 아이들만의 

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Live Reading (Blending)
아이들이 Picture Code Cards를 들고 반 

아이들과 글자를 읽고 블렌딩 해볼 수 

있습니다. 

Cross-curricular
글자 소리를 미술과 만들기 같은 활동과 

연결하여 학습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Multi-sensory learning
Letterland는 음악, 액션, 움직임, 노래, 미술, 만들기, 게임과 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학습 방법을 활성화시킵니다. 

KinaestheticAudio Visual KinaestheticAudio Visual

5



Early Years – Age 3–5
At 

School

www.letterland.com/products/school-uk/early-years

“We love Letterland!  
The presentation pack is inviting  

and offers an interesting selection  
of resources and definitely  
supports learning across  

all areas of development.”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here’s what others said:

Pack content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See page 7–10 for  
individual product details.

Early Years Handbook and CD

ABC and Living ABC Software A–Z Copymasters and Early 
Years Handwriting Copymasters

Big Picture 
Code Cards

Alphabet 
Frieze

Alphabet Songs CD and 
Handwriting Songs CD

Overview
- 각 글자의 액션

- 노래와 라임

- 각 글자의 액티비티

- 글자쓰기

- 말하기와 듣기

- 어휘 발달

- 두운법칙 단어

- 음소인식

Teaching Scope
- Letterland 캐릭터 알기 a-z

- 글자 소리와 모양 a-z

- 대문자 모양 A-Z

- 장모음 a, e, i, o, u

Letterland Starter Pack
상을 수상한 스타터 팩은 특별히 유아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교육 자료는 유아들도 알파벳 소리와 모양을 배우고, 

파닉스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엄선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은 손쉬운 보관을 위한 밝은 색의 박스에 담겨 배송됩니다.   
Box dimensions 425 x 300mm.

ISBN: 978-1-86209-835-0  
Code: TD47   
Price: £189.99 + VAT

Letterland Early Years 학습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스펠링을 쓰는 데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Annie Apple과 Clever Cat과 같은  

캐릭터들을 발견하여 영유아들까지 알파벳 소리와 모양을 배우고, 파닉스 스킬을 재미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Letterland Starter Pack contents:
•	Early Years Handbook
•	Early Years Handbook CD
•	ABC (hardback)
•	Living ABC Software
•	A–Z Copymasters
•	Early Years Handwriting Copymasters
•	Big Picture Code Cards
•	Alphabet Songs CD
•	Handwriting Songs CD
•	Alphabet Fri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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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Years – Teacher’s Guide
At 

School

Sample script to use as a guide for 
introducing this Letterland character

Suggestions for 
activities you can do 

with the children

Points for 
discussion

The Letterland 
explanation for the 

capital letter pictogram

Action to accompany 
each character

Suggestion to use Letterland Living ABC software to ensure 
valuable ICT skills are integrated into learning

Letterland materials which 
are useful for teaching this 

particular letter

Example words 
beginning with this 
character’s sound

Early Years Handbook
200여개의 파닉스 액티비티, 교수법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토픽이 

들어있는 이 핸드북은 유아, 유치원을 위한 완벽한 교재입니다. 각각의 

페이지에는 Letterland 캐릭터가 알려주는 글자 소리, 글자 모양, 쓰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A4 paperback, 80 pages.

ISBN:  978-1-86209-226-6
Code: EYH
Price: £27.99

Early Years Handbook CD
첨부된 오디오 CD로 알파벳과 Letterland 캐릭터를 소개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dio CD, 52 tracks.

ISBN:  978-1-86209-255-6
Code: T27
Price: £8.99 + VAT 

Download a FREE sample lesson from
 www.letterland.com/information/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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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Years – Core Resources
At 

School

Reverse Reverse

Interactive Whiteboard Compatible

Letter Sounds

Letter Shapes

Now with 
box for easy 

storage

CD-ROM

ABC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이 그림책은 알파벳을 소개하는 데 가장 알맞은 책입니다.  

음소 인식 (phonemic awarenss)과 언어적 스킬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a-z 각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두운 법칙 (alliteration)이 있는 26개의 환상적인 그림이 Letterland의 세계를 아이들의 삶 속에 가져 옵니다. 

260 x 215mm, 64 pages.

Big Picture Code Cards
양면으로 된 큰 카드들은 한 쪽 면에는 먹글자,  

다른 한 면에는 Letterland 캐릭터가 나와있습니다. 

글자 모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볼 수 있고,  

글자 소리를 배우는 데 유용하며 많은 수업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188 x 244mm, double-sided cards.

Lowercase (46 cards):
ISBN:  978-1-86209-224-2
Code:  BPC
Price: £26.99 + VAT

Capital Letters (31 cards):
ISBN: 978-1-86209-198-6
Code:  T28
Price: £26.99 + VAT

ABC (paperback):
ISBN: 978-1-86209-222-8
Code: ABC SB Price: £6.99
ABC (hardback):
ISBN:  978-1-86209-221-1
Code:  ABC HB Price: £10.99

Living ABC Software
여러분의 교실에서 알파벳 글자를 생활 속으로 

데려오세요! 상을 수상한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a-z 캐릭터들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소리를 

소개합니다. 동영상으로 된 알파벳 노래, 

핸드라이팅 노래,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대화형 

장면들이 모든 글자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 모양, 글자 

소리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 만들기에 대한 확인 

학습도 들어있습니다.

CD-ROM (1 user)  ISBN: 978-1-86209-359-1       Code:  T70  Price: £54.99 + VAT

3 User Licence ISBN:  978-1-86209-367-6 Code:  T75 Price: £29.99 + VAT 
5 User Licence ISBN:  978-1-86209-368-3 Code:  T76 Price: £54.99 + VAT 
10 User Licence  ISBN: 978-1-86209-369-0 Code:  T77 Price: £109.99 + VAT 
Site Licence ISBN:  978-1-86209-370-6 Code:  T78 Price: £209.99 + VAT 

Licences must be purchased in conjunction with CD-ROM software (T70)
System Requirements: PC – Windows XP and above, MAC – OSX 10.6 and above    
Internet connection required at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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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Years – Workbooks and Copymasters
At 

School

One set  
per child

One book  
per child

PACK OF 

10

4
PER PACKEarly Years Workbooks 1–4

네 권으로 된 원색의 이 책은 아이들이 글씨 

쓰기를 연습하고 발달시키게 하며, 글자 소리와 

모양 학습을 강화시킵니다. 각각의 워크북은 

알파벳 개수의 1/4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글자 당 

2개 이상의 액티비티를 포함합니다. 
A4 paperback, 24 pages per book. 
One set per child. 

ISBN: 978-1-86209-238-9 
Code: T06
Price: £6.99 (4 books per pack)

Early Years Word Books (pack 
of 10)
아이들은 그들만의 사전을 이 워드 북으로 

만듭니다. 워드 북에는 각각의 알파벳 글자마다 

간단한 단어예시와 그림들이 나와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에 맞춰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5 paperback, 24 pages per book. 
One pack for 10 children.

ISBN: 978-1-86209-252-5
Code: T20
Price: £16.99 (10 books per pack)

A–Z Copymasters
이 워크시트는 아이들이 연필을 쥐고 쓰는 법, 

그리고 어휘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문자, 소문자와 장모음이 나와있는 워크시트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페이지 

분량의 사용법과 교수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60 worksheets.

ISBN: 978-1-86209-239-6
Code: T07 Price: £26.99

Early Years Handwriting 
Copymasters
유아들이 알파벳 글자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이 핸드라이팅 

워크시트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패턴 연습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Letterland 

핸드라이팅 노래 가사와 함께 전체 글자를 

연습합니다. 
A4 paperback, 48 worksheets.

ISBN: 978-1-86209-250-1
Code: T18 Price: £26.99

Sentence Copymasters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책의 워크시트와 

함께 인쇄된 글자와 단어 속의 첫소리 인지를 

발달시키세요. 아이들은 다뤄지는 글자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두운 법칙에 맞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A4 paperback, 32 worksheets.

ISBN: 978-1-86209-422-2
Code: T96 Price: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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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Years – CDs and Posters
At 

School

Listen to FREE songs at:  
www.letterland.com/freesongs

“Harry Hat Man whispers ‘hhh…’,
whispers ‘hhh…’, whispers ‘hhh…’.
Harry Hat Man whispers ‘hhh…’.
He never talks out loud.”

“Hurry from the Hat Man’s 
head down to his heel on 
the ground. Go up and 
bend his knee over, so he’ll 
hop while he makes his 
sound.”

AUDIO CDAlphabet Songs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이 CD는 아이들이 

글자 소리를 재미있고 즐거운 방법으로 배우게 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booklet.

ISBN: 978-1-86209-197-9
Code: T23
Price: £6.66 + VAT

Handwriting Songs
이 CD는 글자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도록 하며,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를 제공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booklet.

ISBN: 978-1-86209-196-2
Code: T24
Price: £6.66 + VAT

Alphabet Frieze
이 다채로운 색의 프리즈는 알파벳 순서를 학습하고 글자를 발견하게 돕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Letterland 의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있으며,  

커다란 포스터를 길게 전시하거나 위해 아래 쪽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7 sections, 840 x 205mm per section.

ISBN:  978-1-86209-223-5  Code: AF01  Price:  £5.83 + VAT

Alphabet Posters
벽에 붙이는 3개의 포스터 팩은 교실이나 작은 그룹 수업 시 빠르게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글자와 소리(장모음 포함), 대, 소문자 모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b와 d같은 비슷한 글자 모양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합니다. A2, 3 posters per pack.

ISBN:  978-1-86209-933-3  Code: TE52  Price:  £9.99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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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Age 4–7
At 

School

www.letterland.com/products/school-uk/primary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here’s what others said:

“A very comprehensive kit  
for the teaching of synthetic 

phonics. The children responded  
well to the stories and liked  

the pictures, songs and  
support material.”

Pack content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See page 12–18 for 

individual product details.

Letterland Primary 학습은 44개의 소리에 대한 중요 스펠링 패턴을 포함하며, 넓은 범위의 교수 자

료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Letterland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 파닉스를 가르치기 때문

에 읽고, 쓰고, 철자를 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etterland Classroom Pack Contents:
•	Phonics Teacher’s Guide
•	Class Train Frieze
•	Action Tricks Poster
•	Picture Code Cards 

(straight)
•	Vocabulary Cards
•	Alphabet Songs CD
•	Handwriting Songs CD
•	ABC (hardback)
•	Beyond ABC (hardback)

•	Far Beyond ABC 
(hardback)

•	Blends & Digraphs Songs 
CD

•	Living Code Cards 
Software

•	Blends & Digraphs 
Copymasters

•	Word Bank Copymasters

Letterland Classroom Pack
상을 수상한 Letterland 교사용 팩은 아이들이 자신 있게 읽고, 쓰고, 철자를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완벽한 팩입니다. 여러 가지의 교사용 

자료들이 영어의 44가지 소리에 대한 알파벳과 주요 스펠링 패턴을 익히게 

도와줍니다. 모든 제품은 손쉬운 보관을 위한 밝은 색의 박스에 담겨 

배송됩니다. 

Box dimensions 430 x 300mm.

ISBN: 978-1-86209-836-7  
Code: TD48   Price: £269.99 + VAT

a-z, A-Z
a, e, i, o, u, ck, ng, sh, ch, th, ph, -ff, -ll, all, wh

sc, sk, sm, sn, sp, st, sw, bl, cl, fl, gl, pl, sl, br, 
cr, dr, fr, gr, pr, tr
a_e, ai, ay, e_e, ee, ea, i_e, ie, y, igh, o_e, oa, 
ow, u_e, oo
ar, or, ir, ur, er, igh, oo, u, aw, au, ew, ow, ou, 
oy, oi, air, ear

Phonics 
Teacher’s Guide

ABC Trilogy

Living Code 
Cards 

Software

Vocabulary Cards and  
Picture Code Cards – 

Straight

Blends & Digraphs 
Copymasters and Word  

Bank Copymasters

Blends & Digraphs Songs, Alphabet 
Songs and Handwriting Songs CDs

Action Tricks Poster and  
Class Train Frieze

Overview
- a-z 빠르게 인지하기

- 블렌딩

- 세그멘팅

- 장모음

- 이중음자와 삼중음자

- r-controlled 이중음자

- High-Frequency Words

Teaching Scope
- 음소 인식

- 단어 만들기

- 자음 블렌즈

- 장모음

- 이중음자와 삼중음자 등

Phonics 
Teacher’s Guide

ABC Trilogy

Living Code 
Cards 

Software

Vocabulary Cards and  
Picture Code Cards – 

Straight

Blends & Digraphs 
Copymasters and Word  

Bank Copymasters

Blends & Digraphs Songs, Alphabet 
Songs and Handwriting Songs CDs

Action Tricks Poster and  
Class Train Fri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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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Phonics Teacher’s Guide
At 

School

Section 2: a-z Word Building 76

Lesson 29: Clever Cat & Harry Hat Man

ch as in chip

You’ll need
  PCCs for ‘Quick Dash’ plus ch
  A hat and cat ears headband
  Beyond ABC or Story Phonics software
  Blends and Digraphs CD 

  Phonics Readers 2a

Optional
  Individual activities (p228-238)
  Letters for picture coding (TGCD)

Review previously learned letters and sounds

‘Quick Dash’

PCCs: ă, ĕ, h, ĭ, m, n, o, p, s, s/z/, ŭ, ck, ng, sh

'Live spelling' (page 202)
Use the words below as a review of recently learned digraphs and other letters 
sounds. Do fewer words or use the PCCs for some words if time is short or 
attention is fl agging. 

PCCs: ă, ĕ, h, ĭ, m, n, o, p, ŭ, ck, ng, sh 

Words: ship, shop, shock, mash, neck, hung, hang, shin

Clever Cat and Harry Hat Man
Show the ch PCC picture side and ask, What does Clever Cat seem to be 
doing? Yes, she’s sneezing! Let's fi nd out why.

Beyond ABC 
Show the ch pages and read the fi rst paragraph about Clever Cat and Harry 
Hat Man, which explains her sneezes.

Role play
Pair up all the children to role-play this story logic. Each Clever Cat and Harry 
Hat Man pair stands a bit apart, fi lling the room with their own /h/ and /c/ 
single letter sounds. On a signal from you, each pair comes together. Clever 
Cat sniff s at Harry’s imaginary hat and says /ch/ as she covers her sneeze. 
Harry Hat Man just looks startled. Try it again reversing roles. 

Push the plain letters forward a few times as everyone does the sneeze 
catching action and says “/ch/ /ch/…” (This should be a whispered sound so 
make sure no one adds an “uh” sound!)

Show the scene in Beyond ABC again and ask the children to name as many 
things as they can see with the /ch/ sound (complete list on fi nal page).

Song
Play the ch song on the Blends and Digraphs CD and sing along (Lyrics on 
TGCD). You may want to let several pairs of children at a time role-play the 
song as everyone else sings. 

Blending
Blending with Picture Code Cards

Make the words below with PCCs and guide children in using the Roller 
Coaster Trick to blend them (page 188). 

PCCs: ă, c, ĕ, ĭ, m, n, o, p, s, s/z/ t, ŭ, ch, ck

Fo
cu

s 
on

ch in Beyond ABC book

Picture Code Cards 

ch

Blends and Digraphs
Songs CD

Section 5: Further Vowel Sounds and Spellings151

New concept - The Vowel Stealers
In the pages that follow, a remarkable fact about the English language is 
introduced. Almost every time a single vowel is followed by an r, that r will 
alter the vowel’s sound. Consider tap but tar, hen but her, fi st but fi rst, pot 
but port , fun but fur. The vowels become r-controlled and the new phonemes 
ar, er, ir, or and ur are created.

Letterland explains this phonic fact at a child’s level by dipicting all r’s as 
running robots who capture vowels in their sacks. 

Display the Vowel Stealers Poster and explain: 
There is a gang of vowel stealing robots in Letterland. Red Robot is the 
ring leader. These robots all have a bad habit of running off  with vowel 
sounds! We must become sharp-eyed detectives to spot these robots. Let’s 
fi nd out what they get up to so they won’t stop us from reading words!

Lesson 70: Arthur Ar, the apple stealer

ar as in farm

You’ll need
 PCCs for ‘Quick Dash’ plus g, r, s, t, ar
 The Vowel Stealers poster
 Far Beyond ABC and/or Story Phonics software

 Blend & Digraphs Songs CD
 Phonics Readers 4a
 Fluency List P (TGCD)
 Make ‘Tricky’ Word Cards: who and were
 Write sentences for Word Detectives on the board

Review previously learned letters and sounds

‘Quick Dash’ PCCs: ā, c, d, ĕ, k, m, n, p, ee, ea, ie, oa, ss, ue

Introducing Arthur Ar, the apple stealer
Show the picture side of the ar Picture Code Card.  

Arthur Ar is a robber who steals apples. When he captures an Annie Apple, 
don’t expect her to be making her usual ‘a’ sound. Instead you will hear Arthur 
Ar reporting back to his ring leader, Red Robot, with a tiny radio device in his 
outstretched arm. He calls in with just one word: his surname “Ar!”
Can you say it with me? “Ar!....Ar!”

Phonemic awareness and language development
Explore the ar scene in the Story Phonics software and/or Far Beyond ABC 
Book. Listen to or watch the animated story of Arthur Ar and ask children to 
hunt for items in the scene that include Arthur Ar’s /ar/ sound. 

Group activities
Blending ar words

Words: car, park, star, smart, dark, darkness, radar, garden*
Make these words one at a time with plain letter side of the PCC’s or on 
screen. For each word, let a child be the Chief Detective. The detective comes 
forward points out Arthur Ar and turns the card to the picture side, showing 
Arthur has not fooled anybody! 

Then the chief leads the class in the Roller Coaster Trick for the word. 

* Leave a space between the syllables of garden (gar den) and ask children 
to do the Roller Coaster Trick for each syllable. Then close the space for 

New concept - The Vowel Stealersp
In the pages that follow, a remarkable fact about the English language is 
introduced. Almost every time a single vowel is followed by an r, that r will r
alter the vowel’s sound. Consider tap but tar, hen but her, fi st but fi rst, pot 
but port , fun but fur. The vowels become r-controlled and the new phonemesrr
ar, er, ir, or and r ur are created.r
Letterland explains this phonic fact at a child’s level by dipicting all r’s as 
running robots who capture vowels in their sacks. 

Display the Vowel Stealers Poster and explain:

There is a gang of vowel stealing robots in Letterland. Red Robot is the 
ring leader. These robots all have a bad habit of running off  with vowel 
sounds! We must become sharp-eyed detectives to spot these robots. Let’s 
fi nd out what they get up to so they won’t stop us from reading words!

Fo
cu

s 
on

Picture Code 
Cards 

ar

Arthur Ar in
Far Beyond ABC

arc

Vowel Stealers Poster

Teacher reference

NEW!

CD contains over  
150 pages of 
reproducibles

List of Letterland 
materials which are 

useful for teaching each 
lesson.

Review previously 
learned letters and 

sounds.

Helpful colour images 
to demonstrate which 

Letterland resources  to 
use in the classroom.

Opportunity to review 
phonics concepts 
like Vowel Stealers 

(r-controlled digraphs).

Use the bold blue text as 
a guide for introducing 

lessons and phonics 
concepts.

List of decodable 
words to use in 
activities and 
group work.

Phonics Teacher’s Guide
모든 아이들은 읽고, 쓰고, 철자를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Letterland와 함께라면 재미있게 즐기며 

찾아내는 여행이 됩니다. 새롭게 나온 교사용 가이드 개정판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중요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는 동시에 Letterland 친구들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합니다.  
A4 spiral bound, 256 pages.

ISBN: 978-1-86209-961-6  
Code: TE80   
Price: £37.99

Phonics Teacher’s Guide CD includes:
•	 Assessment	Section
•	 Fluency	Lists
•	 Decodable	Take-Home	Booklets
•	 Activities
•	 Bank	of	reproducibles
•	 Intervention	guidelines

Download a free sample lesson from
 www.letterland.com/information/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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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Phonics Readers
At 

School

Set 1

Set 2

Set 3

Set 4

83 decodable 

stories link to lessons  

in the Phonics  

Teacher’s Guide

NEW!
Phonics Readers Set 1-4
서로 연결된 짧은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디코딩이 가능하며 몇 가지 ‘Tricky Words’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리더스를 통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글자 소리와 ‘Tricky Words’ 단어가 더해지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Letterland Phonics Teacher’s Guide에서 사용된 교수 순서와 진행 과정은 직접적으로  

연결 됩니다.  
150 x 180mm paperback, 5 books per pack.

Set 1 (120 pages)
ISBN: 978-1-86209-891-6
Code: TE10  
Price £15.99 
(5 books per pack)

Set 2 (120 pages)
ISBN: 978-1-86209-892-3
Code: TE11  
Price £15.99
(5 books per pack)

Set 3 (160 pages)
ISBN: 978-1-86209-893-0
Code: TE12  
Price £16.99
(5 books per pack)

Set 4 (196 pages)
ISBN: 978-1-86209-894-7
Code: TE13  
Price £17.99
(5 books per pack)

Phonic focus: c, ă, ā, d, h, m, t, s, ĭ, ī, n, g, o, ō, p, s (plural), s/z/, ĕ, ē, ss, ŭ, ū, k, ck, ng

Phonic focus: sh, ch, th, th, l, f, ff, ll, b, j, all, r, qu, v, ve, o (as in son), w, x, y, z

Phonic focus: consonant blends, y (as i), a_e, i_e, e_e, o_e, u_e, ed, ed, ed, y (as e), ai, ay, ee, ea, oa, ie, ve

Phonic focus: ar, or, ir, ur, er, ow, igh, oo, oo, u (put), aw, au, ew, ew, ou, ow, oi, oy, air,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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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Core Resources
At 

School

Letter sounds and shapes

Word building

CD-ROM

Interactive scenes

Living ABC Software
여러분의 교실에서 알파벳 글자를 생활 속으로 데려오세요! 상을 수상한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a-z 캐릭터들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소리를 

소개합니다. 동영상으로 된 알파벳 노래, 핸드라이팅 노래,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대화형 장면들이 모든 글자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 모양, 글자 소리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 만들기에 대한 

확인 학습도 들어있습니다. 

Living ABC CD-ROM (1 user)  
ISBN:     978-1-86209-359-1       Code:     T70
Price:     £54.99 + VAT
See page 8 for full licence and installation details.

Living Code Cards Software
교실에서 만들고, 블렌딩하거나 나눠보는 단어를 일상 속으로 데려오세요! 이 

살아있는 듯한 플래시 카드는 Teacher’s Guide에 있는 모든 스펠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소리를 듣고, 스크린에서 단어를 

만들어보고, 동영상으로 된 Letterland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Living Code Cards CD-ROM 

ISBN: 978-1-86209-371-3 
Code: T80  
Price: £49.99 + VAT

Site Licence (to be bought in 
conjunction with CD-ROM)
ISBN:  978-1-86209-377-5 
Code: T83  
Price: £159.99 + VAT

System Requirements: PC – Windows XP and above, MAC – OSX 10.6 and above. 
Internet connection required at installation

ABC
This international best-selling picture book is the ideal 
introduction to the alphabet. Present each a-z character in 
depth to develop phonemic awareness and language skills. The 
26 fascinating scenes with fun alliteration bring the world of 
Letterland to life. 260 x 215mm, 64 pages.

ABC (paperback):
ISBN:  978-1-86209-222-8 
Code:  ABC SB  
Price: £6.99

ABC (hardback):
ISBN:  978-1-86209-221-1 
Code:  ABC HB  
Price: £10.99

Beyond ABC and Far Beyond ABC
You’ve met the Letterland alphabet characters in the best-
selling ABC book. Now let’s see what happens when letters 
come together to make new sounds in words. Beyond ABC 
and the award winning Far Beyond ABC feature 42 engaging 
stories, rather than boring rules, to explain different spelling 
patterns. The story logic draws on children’s thinking skills and 
imaginations, so they easily remember the phonics facts. With 
the help of all three books in the series all the major sounds in 
the English language are covered!  
260 x 215mm, 48 pages per book.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9-6  
Code:  TD28  
Price: £6.99
Beyond ABC (hardback):
ISBN:  978-1-86209-791-9  
Code:  TD30  
Price: £10.99

Far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3-4  
Code:  TD24  
Price: £6.99
Far Beyond ABC (hardback):
ISBN: 978-1-86209-785-8  
Code:  TD26  
Price: £10.99

ABC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이 그림책은 알파벳을 소개하는 데 가장 알맞은 

책입니다. 음소 인식 (phonemic awarenss)과 언어적 스킬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a-z 각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두운 법칙 (alliteration)이 

있는 26개의 환상적인 그림이 Letterland의 세계를 아이들의 삶 속에 가져 

옵니다.  260 x 215mm, 64 pages.

ABC (paperback):
ISBN:  978-1-86209-222-8 
Code:  ABC SB

ABC (hardback):
ISBN:  978-1-86209-221-1 
Code:  ABC HB  

Beyond ABC and Far Beyond ABC
여러분은 Letterland 알파벳 캐릭터를 베스트셀러 ABC 책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제 글자들이 단어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Beyond ABC와 상을 수상한 42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Far Beyond ABC는 지루한 규칙 대신에, 복잡한 스펠링 

패턴을 설명해줍니다. 논리가 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법과 

상상력을 끌어당겨서 파닉스를 쉽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3개의 시리즈로 된 

책으로 영어의 모든 주요 소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260 x 215mm, 48 pages per book.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9-6  
Code:  TD28  

Beyond ABC (hardback):
ISBN:  978-1-86209-791-9  
Code:  TD30  

Far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3-4  
Code:  TD24  

Far Beyond ABC (hardback):
ISBN: 978-1-86209-785-8  
Code:  T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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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choolPrimary – Software and Flashcards

Interactive Whiteboard Compatible

CD-ROM
NEW!

NEW
EDITION!

9 cards added

Story Phonics Software
이 새롭고 즐거운 Letterland 소프트웨어로 글자들이 정말로 놀러 왔어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소리를 듣고, 스크린에서 단어를 만들어보고, 블렌딩하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Phonics Teacher’s Guide

에 있는 중요한 스펠링 패턴을 설명하는 동영상으로 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나눠보아요.

CD-ROM (1 user)  ISBN: 978-1-86209-983-8       Code:  TF03  Price: £54.99 + VAT
Site Licence ISBN:  978-1-78248-044-0 Code:  TF64 Price: £209.99 + VAT 
 
Licences must be purchased in conjunction with CD-ROM software (TF03)
Site Licence has a maximum of 150 users. For further enquiries, email: info@letterland.com 
System Requirements: PC – Windows XP and above, MAC – OSX 10.6 and above. Internet connection required at installation.

Picture Code Cards
양면으로 된 카드들에는 Teacher’s Guide에 수록된 모든 음소와 스펠링 

패턴이 나와있습니다.한 쪽 면에는 까만 글자, 다른 한 면에는 Letterland 

캐릭터가 나와있습니다. 이 두꺼운 카드는 초등 교사들 에게 꼭 필요한 

교구입니다. 글자 모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볼 수 있고, 글자 소리를 

배우는 데 유용하며 많은 수업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180 x 165mm double-sided cards.

Digraph stories Vocabulary

Vocabulary Cards
크기가 크고, 양면으로 된 이 카드들은 아이들이 읽고 철자를 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어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카드를 각각의 글자의 두운을 

맞춘 단어들에 운이 맞는 단어들을 소개할 때 사용 하세요. 
188 x 244mm double-sided cards, 86 cards.

ISBN:  978-1-86209-268-6  
Code: VC
Price: £26.99 + VAT

Picture Code Cards  
– Straight (94 cards):
ISBN:  978-1-86209-199-3
Code:  T29
Price: £23.99 + VAT

Picture Code Cards  
– Pre-cursive (85 cards):
ISBN: 978-1-86209-241-9
Code:  T10
Price: £23.99 + VAT

FREE online software demo:
 www.letterland.com/Story-Phonics-Software

Interactive scenes Word building Quick Dash

SongsDigraph stories Vocabulary

FREE online software demo:
 www.letterland.com/Story-Phonics-Software

Interactive scenes Word building Quick Dash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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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Workbooks and Copymasters
At 

School

One set  
per child

One book  
per child

PACK OF 

10

4
PER PACK

NEW!

One set  
per child

NEW
EDITION!

NEW
EDITION!

NEW
EDITION!

6
PER PACK

Workbooks 1-4
네 권으로 된 원색의 이 책은 알파벳 모양과 

소리, 장모음에 대해 다룹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글자를 소리에서부터 단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블렌딩 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각의 워크북은 잘 짜여진 

액티비티를 포함하며, 혼자 해보거나 그룹으로 

해도 좋습니다. A4 paperback, 24 pages 
per book. One set per child.

ISBN:  978-1-86209-237-2  
Code: T05   
Price: £6.99 (4 books per pack)

Word Books (pack of 10)
다음에 오는 4권의 원색 워크북은 아이들이 

배웠던 이중 음자와 삼중 음자를 연습해볼 

수 있게 합니다. 각각의 워크북은 잘 짜여진 

액티비티를 포함하며, 혼자 해보거나 그룹으로 

해도 좋습니다. A5 paperback, 34 pages 
per book. One pack for 10 children.

ISBN:  978-1-86209-251-8   
Code: T19 
Price: £16.99 (pack of 10)

Blends & Digraphs 
Copymasters
아이들이 각 레슨에서 배웠던 중요 스펠링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음 블렌딩, 장모음과 맨 끝에 오는 Magic e를 

학습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들어있습니다..  
A4 paperback, 59 worksheets.

ISBN:  978-1-86209-299-0
Code: T45 Price: £26.99

Word Bank Copymasters
자음 블렌딩, 이중 음자, 삼중 음자에  

대해 배운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에서 더 많이 

단어를 만들어보기 위한 음소, 단어 예시와 써볼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25 worksheets.

ISBN:  978-1-86209-249-5 
Code: T17 Price: £26.99

Phonics Workbooks 1-6
새로 나온 이 여섯 권으로 된 원색의 워크북은 

새로 출간된 Phonics Teacher’s Guide에 나오는 

모든 소리와 스펠링 패턴에 대해 다룹니다. 

(알파벳, 블렌즈와 이중음자). 각각의 워크북은 

소리를 블렌딩하고 나눠보는데 있어 잘 짜여져 

있고, 응용 가능한 액티비티들과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4 paperback, 24 pages 
per book. One set per child. 

ISBN:  978-1-86209-956-2  
Code: TE75   
Price: £7.99 (6 books per pack)

Fully decodable activities

Fully decodable activities

Fully decodable activities

Fully decodable activities

Fully decodable activities

Fully decodabl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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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CDs and Posters
At 

School

Reverse side 
pre-cursive

letters

“Harry Hat Man whispers ‘hhh…’,
whispers ‘hhh…’, whispers ‘hhh…’.
Harry Hat Man whispers ‘hhh…’.
He never talks out loud.”

“The Cat belongs to the Hat Man.
He lets her go where she pleases.
But when she sits down beside him,
she almost always sneezes.
‘Ch, ch, ch!’”

“Hurry from the Hat 
Man’s head down to his 
heel on the ground. Go up 
and bend his knee over, so 
he’ll hop while he makes 
his sound.”

AUDIO CD

NEW
EDITION!

5 songs added

Alphabet Songs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가 나와있는 이 CD는 아이들이 글자 소리를 

재미있게 배우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197-9
Code: T23
Price: £6.66 + VAT

Blends & Digraphs Songs
Blends & Digraphs Songs CD는 Phonics Teacher’s Guide와 연결되는 

47개의 재미있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자음 블렌딩, 이중 음자, 삼중 음자에 

대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Audio CD, 47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195-5
Code: T25
Price: £12.66 + VAT

Handwriting Songs
이 CD는 글자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가 나와있습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196-2
Code: T24
Price: £6.66 + VAT

Class Train Frieze
Letterland의 모든 캐릭터와 Vowel Men이 나와있는 이 포스터는 알파벳 

순서를 알 수 있도록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글자 소리와 모양을 대문자를 보며 빠르고 쉽게 알 수있습니다.  

반대 편에는 필기체 형태로 글자가 나와있습니다. 
4 sections, 1000 x 348mm per section.

ISBN:  978-1-86209-814-5
Code: TD37
Price: £16.99 + VAT

Action Tricks Poster
액션트릭으로 글자 소리와 알파벳을 배워보세요. 컬러풀 한 액션이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션트릭은 다감각을 이용하여 글자 소리를 기억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앉거나 서서 해볼 수 있습니다. A1.

ISBN:  978-1-86209-818-3  
Code: TD38
Price: £8.99 + VAT

Listen to FREE songs at:  
www.letterland.com/free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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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 Word building and Posters
At 

School

anc

NEW Long Vowel 
Digraphs poster

Magnetic Word Builder
재미있는 Letterland의 장면이 담긴 이 책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스펠링을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길 위에 단어를 만들어보면, 

틀렸다고 지울 필요가 없어요! 보드에는 52개의 자석 글자를 붙일 수 있고, 아이들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교실에서 여럿이 해보거나 혼자 해 볼 수도 있습니다. A4 magnetic board, includes 52 magnets.

ISBN: 978-1-86209-715-5  Code: RWM  Price: £9.99 + VAT

Vowel Scene Posters
다섯 개의 포스터는 아이들이 발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각적 교육자료가 됩니다. 주제가 있는 포스터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파닉스 법칙을 상기시킵니다. 단모음, 

장모음, 산책을 나가는 모음(이중 모음), Silent Magic e(이중 모음 분리), 장모음과 모음 도둑 (r-controlled Vowels) 이 들어있습니다. A2, 5 posters per pack.

ISBN:  978-1-86209-282-2  Code: T31  Price: £16.99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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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 Age 5–8
At 

School

www.letterland.com/products/school-uk/advanced

Overview
 - 단어 만들기

 - 불규칙한 모음

 - 이중음자와 삼중음자

 -  난이도가 높은 스펠링 패턴

Teaching Scope
a (America/half) 
able/ible (suffixes) 
all/al (all/always) 
are (scare) 
al/el (musical/angel) 
ce/ci/cy (soft c stories) 
ch (school) 

dge (bridge) 
ea (head) 
ear (bear) 
ed/ing (magic sounds) 
e (silent), e (they) 
ei (receive/height/eight) 
en/est (magic endings) 
er (sometimes magic) 
ere (here/there) 
full/ful (useful) 
ge/gi/gy (soft g stories) 
gh (brought/laugh) 
ie (lie/field) 
kn (knee) 

le (table), ly (lovely) 
less/ness (suffixes)  
mb/mn (thumb/autumn) 
o (love/one/who) 
ous (famous) 
ph (photograph) 
que (antique) 
tion (action) 
wh (when/who) 
wr (write) 
y to i (cry/cries) 
y (very/bicycle)

Advanced 학습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음소, 불규칙한 자음, 이중음자와 삼중음자, 복잡한 스펠링 패

턴과 예외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Letterland 캐릭터에 대한 파닉스 이야기는 이전 레벨에서 배우지

않았던 남은 불규칙한 스펠링 패턴을 설명해줍니다.

Advanced Teacher’s Guide
이 가이드에는, 아이들이 까다로운 스펠링 조합을 가진 새로운 Letterland 캐릭터를 만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넘는 레슨플랜, 

액티비티 아이디어와 워크시트가 있는 이 책은 아이들이 스펠링에 발전을 보일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A4, spiral bound, 120 pages.

ISBN:  978-1-86209-294-5  Code: T43  Price: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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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 Core Resources
At 

School

Additional Resources
At 

School

AUDIO CD
“When Peter Puppy is feeling sad 
and you want to make him laugh, 
ask the Harry Hat Man to take his 
photograph. CLICK!
I’m Peter Puppy, I’m feeling
sad. Will somebody
make me laugh?”

PACK OF 

10
PACK OF 

10
PACK OF 

10

Advanced Copymasters
Advanced Teacher’s Guide에 나오는 스펠링 

패턴 연습을 위해 이 워크시트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혼자 하거나 그룹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단어의 처음과 끝, 그리고 소리가 같은 

것, 이중 모음 등이 나와있습니다.  
A4 paperback, 48 worksheets.

ISBN:  978-1-86209-320-1  
Code: T53 Price: £26.99

Advanced Picture Code Cards
양면으로 된 카드에는 Advanced Teacher’s 

Guide에 나오는 모든 음소와 스펠링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는 먹글자가, 다른 

한 면에는 Letterland 캐릭터가 있으며 교실에서 

단어 만들기, 스펠링, 언어 발달과 롤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180 x 165mm, 52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295-2
Code: T44 Price: £23.99 + VAT

Advanced Songs CD
15개의 즐거운 노래로 Advanced Teacher’s 

Guide에 나온 스펠링 패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Audio CD, 15 songs.

ISBN: 978-1-86209-319-5
Code: T52 Price: £8.99 + VAT

Alphabet Desk Strips
이 길다란 카드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된 

Letterland 캐릭터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모두 

나와있습니다. 상단에 아이들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 x 420mm, 10 strips per pack.

ISBN:  978-1-86209-397-3 
Code: T88 
Price: £8.99 + VAT (pack of 10)

Alphabet Stickers
Letterland 캐릭터가 반짝이고, 원색의 스티커 

속에 있습니다. 교실에서 또는 워크시트나 

숙제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A4, 26 stickers per sheet.

ISBN:  978-1-86209-253-2
Code: T21
Price: £8.32 + VAT  
(26 stickers per sheet/10 sheets per pack)

Merit Stickers
Letterland 캐릭터와 관련 단어가 나와있는 이 

반짝이는 스티커는 즐겁고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상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 x 280mm, 26 stickers per sheet.

ISBN:  978-1-86209-300-3
Code: T46
Price: £8.32 + VAT
(26 stickers per sheet/10 sheets pe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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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t 

School

www.letterland.com/products/esl

ELT Teacher’s Guide
아이들이 알파벳 글자 소리를 말하고 듣는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21개의 레슨 플랜과 액티비티 뱅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카드와 

평가지, 교사용 트레이닝 섹션이 복사 가능한 워크시트로 제공됩니다.   
A4, spiral bound, 112 pages.

ISBN:  978-1-86209-183-2 Code: ELTTG  Price: £27.99

ELT Student Book Audio CDs
ELT Student Book CD는 교사용으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정확한 발음을 듣고 원어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Double Audio CD + 32 page booklet.

ISBN:  978-1-86209-187-0 Code:  ELTSBCD      Price:  £14.99 + VAT

ELT Alphabet Songs CD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간단한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 CD는 영어 학습자들이 글자 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booklet.

ISBN:  978-1-86209-191-7 Code: ELTAZCD Price: £8.99 + VAT

ELT Student Book
각 레슨 별로 4장씩 눈에 띄는 그림과 단어, 설명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교사가 말하는 언어와 글자 소리를 액티비티와 함께 강화시키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80 pages.

ISBN:  978-1-86209-184-9 Code: ELTSB Price: £6.99

ELT Workbook
아이들의 자신감을 세우고, 중요한 말하기, 듣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각 레슨을 통해 타겟 사운드를 연습할 수 있고, 이 전에 배운 

소리와 중요한 어휘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40 pages.

ISBN:  978-1-86209-185-6 Code: ELTWB Price: £3.99

ELT Handwriting Book
책에 바로 써보는 이 액티비티 책은 아이들이 혼자서도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글자를 따라 써보게 합니다. 안이 비어 있는 큰 글자에는 레인보우 라이팅과 

손가락으로 따라 써보고, 글자도 써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56 pages.

ISBN:  978-1-86209-186-3  
Code: ELTHB Price: £3.99

Letterland ELT는 ESL환경, 알파벳을 소개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시작하기 좋은 교재입니다. 

Annie Apple이나 Bouncy Ben과 같은 캐릭터들이 글자가 생동감 넘치도록 만들며, 영어를 읽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알파벳이 

놀라운 도구로 변하게 합니다. 

Overview
 - 알파벳 글자 소리와 모양

 - 기본적인 영문법

 - ch와 sh 이중음자

 - 듣기·말하기 연습

 - 음소 인식

 - 어휘 발달

 - 단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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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Fix-it Phonics
At 

School

Teacher’s Booklet Software4 Audio CDsBig Book

Student Book 1  
+ Stickers

Workbook 1Student Book 2 
+ Stickers

Workbook 2

Fix-it Phonics는 영어를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며 배울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이며 파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코스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읽고, 쓰고, 말하는 데 자신감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영어의 글자 모양과 소리를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x-it Phonics – Level 1

One pack per student

Teacher’s Pack – Level 1
•	Teacher’s Booklet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	Audio CDs 1–4
•	Software
•	Big Book 

ISBN: 978-1-86209-727-8
Code: TC81 Price: £69.99 + VAT

Student Pack – Level 1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ISBN: 978-1-86209-730-8
Code: TC84 Price: £34.99

Buy 20 Student Packs 

and receive a FREE 
Teacher’s Pack!

PLUS 

Student Book 1
ISBN: 978-1-86209-651-6 
Code:  TC37  Price: £8.75
Student Book 2
ISBN:  978-1-86209-652-3  
Code:   TC38 Price: £8.75
Workbook 1
ISBN: 978-1-86209-653-0  
Code:  TC39 Price: £8.75

Workbook 2
ISBN: 978-1-86209-654-7  
Code:   TC40 Price: £8.75 
Audio CD Pack
ISBN: 978-1-86209-662-2 
Code:   TC45 Price: £19.99
Teacher’s Booklet
ISBN:  978-1-86209-665-3  
Code:  TC48 Price: £4.99

Big Book
ISBN: 978-1-86209-751-3  
Code:  TC88 Price: £19.99
Software
ISBN: 978-1-86209-822-0  
Code:  TD39  Price: £34.99

You can now purchase individual items separately:

One pack per classroom One pack per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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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Fix-it Phonics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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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ill.

It’s a yak.

It’s a taxi.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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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ack per classroom

One pack per student

One pack per classroom

One pack per student

Teacher’s Booklet Software 4 Audio CDs Big Book

Student 
Books 1 and 
2 + Stickers

Workbooks 
1 and 2

Student 
Books 1 
and 2 + 
Stickers

Workbooks 
1 and 2

Teacher’s Booklet Software 4 Audio CDs Big Book

Fix-it Phonics – Level 2
Teacher’s Pack – Level 2
알파벳과 26개의 스펠링 패턴을 위한 교사용 자료 

•	Teacher’s Booklet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	Audio CDs 1–4
•	Software
•	Big Book 

ISBN: 978-1-86209-728-5
Code: TC82 Price: £69.99

Student Pack – Level 2
알파벳과 26개의 스펠링 패턴을 위한 교사용 자료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ISBN:	 978-1-86209-731-5
Code:	 TC85	 Price:	 £34.99

Teacher’s Pack – Level 3
이중 음자와 복잡한 스펠링 패턴을 위한 교사용 자료

•	Teacher’s	Booklet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	Audio	CDs	1–4
•	Software
•	Big	Book

ISBN:	 978-1-86209-729-2
Code:	 TC83	 Price:	 £69.99	+	VAT

Student Pack – Level 3
이중 음자와 복잡한 스펠링 패턴을 위한 교사용 자료

•	Workbooks	1	and	2
•	Student	Books	1	and	2,	including	stickers
	
ISBN:	 978-1-86209-732-2
Code:	 TC86	 Price:	 £34.99

Fix-it Phonics – Level 3

Individual item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See www.letterland.com for information and ordering details.

Individual item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See www.letterland.com for information and ordering details.

Teacher’s Booklet Software 4 Audio CDs Big Book

Student 
Books 1 and 
2 + Stickers

Workbooks 
1 and 2

Student 
Books 1 
and 2 + 
Stickers

Workbooks 
1 and 2

Teacher’s Booklet Software 4 Audio CDs Bi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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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InvolvementAt 
Home

With over 

50 FREE 

online 

resources!

  Imaginative story for adult

Decodable sentence for child

Decodable words for child

3 

Listen to the stories for FREE at:  
www.letterland.com/Alphabet-Storybooks

Learn to Read & Write - A Parent’s Guide
명확한 이 가이드는 아이가 읽고 쓰는 것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파닉스를 소개하며 리터러시의 복잡한 단계들을 소개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택에서 온라인 자료와 무료 액티비티들을 다운로드 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67 x 210mm, paperback, 42 pages.

Online resources:

•	a-z pronunciation guide
•	over 30 pages of downloads
•	12 songs
•	5 videos

ISBN: 978-1-86209-823-7
Code: TD40 
Price: £4.99

My Alphabet Storybooks
이 26권의 책 속으로 Letterland 친구들과 책을 읽는 모험을 

떠나세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레벨이 나뉘어져 있고,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들과 함께 독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180 x 150mm, paperback, 24 pages per book. 

ISBN: 978-1-86209-861-9
Code: TD79 
Price: £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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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Involvement At 
HomeABC and Beyond

With reusable 

stickers!

Audio Book CD Audio Book CD Audio Book CD

ABC Activity Book
아이들은 ABC Activity Book과 함께 Letterland 

친구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퍼즐, 게임, 색칠하기뿐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40가지가 넘는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8 pages + 
reusable stickers.

ISBN: 978-1-86209-851-0
Code: TD69 Price: £4.99

 

Beyond ABC Activity Book
Beyond ABC Activity Book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퍼즐과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50개의 스티커가 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 
reusable stickers.

ISBN: 978-1-86209-852-7
Code: TD70 Price: £4.99 

Far Beyond ABC Activity Book
Far Beyond ABC Activity Book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퍼즐과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백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자신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50개의 스티커가 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 reusable 
stickers.

ISBN: 978-1-86209-853-4
Code: TD71 Price: £4.99

ABC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이 그림책은 알파벳을 소개하는 

데 가장 알맞은 책입니다. 음소 인식 (phonemic awarenss)과 

언어적 스킬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a-z 각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재미있는두운 법칙

(alliteration)이 있는 26개의 환상적인 그림이 Letterland의 세계를 아이들의 삶 속에 

가져옵니다. 260 x 215mm, 64 pages.

Paperback ISBN: 978-1-86209-222-8 Code: ABCSB Price: £6.99
Hardback ISBN: 978-1-86209-221-1 Code: ABCHB Price: £10.99
Paperback + CD ISBN: 978-1-86209-609-7 Code: TB87 Price: £8.50 + VAT
Audio CD only ISBN: 978-1-86209-607-3 Code: TB85 Price: £4.99 + VAT

Beyond ABC and Far Beyond ABC
여러분은 Letterland 알파벳 캐릭터를 베스트셀러 ABC 책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제 

글자들이 단어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Beyond ABC와 상을 수상한 42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Far Beyond ABC

는 지루한 규칙이 대신에, 복잡한 스펠링 패턴을 설명해줍니다. 논리가 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법과 상상력을 끌어당겨서 파닉스를 쉽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3

개의 시리즈로 된 책으로 영어의 모든 주요 소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260 x 215mm, 48 pages per book.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9-6  Code: TD28 Price: £6.99
Hardback ISBN: 978-1-86209-791-9 Code: TD30 Price: £10.99
Paperback + CD ISBN: 978-1-86209-790-2 Code: TD29 Price: £8.50 + VAT
Audio CD only ISBN: 978-1-86209-804-6 Code: TD32 Price: £4.99 + VAT

Far Beyond ABC:
Paperback ISBN: 978-1-86209-783-4 Code: TD24 Price: £6.99
Hardback ISBN: 978-1-86209-785-8 Code: TD26 Price: £10.99
Paperback + CD ISBN: 978-1-86209-784-1 Code: TD25 Price: £8.50 + VAT
Audio CD only ISBN: 978-1-86209-805-3 Code: TD33 Price: £4.99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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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BooksAt 
Home

Who’s Hiding ABC Flap Book
Annie Apple부터 Zig Zag Zebra까지 26개의 Letterland 모든 캐릭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리프트앤 플랩 북은 아이들에게 알파벳 글자를 재미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개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226 x 254mm, paperback, 13 pages.

ISBN:  978-1-86209-290-7 Code: T42 Price: £5.99

Dippy Duck’s Day of Discovery
Dippy Duck은 Letterland의 발견의 날에 아기 오리 들 중 한 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Dippy의 아기 오리는 사라져버렸어요! 13개의 장면에서 Dippy의 아기 

오리를 찾을 수 있나요? Letterland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 속에서 

알파벳의 소리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243 x 243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833-6 Code: TD45 Price: £5.99

Alphabet of Rhymes
26개의 라임을 포함하며 예쁜 일러스트가 들어 있는 이 책은 아이들이 

Letterland로의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아이들은 두운 법칙. 라임과 리듬의 

중요한 점을 배우게 됩니다.  243 x 243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246-4 Code: T14 Price: £5.99

Alphabet Adventures
12가지 이야기와 장면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장면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말하기 능력과 첫 소리를 구분해 내는 

데 적합합니다. 243 x 243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242-6 Code: T11 Price: £5.99

Bedtime Stories
Letterland 캐릭터들을 잠들기 전 읽는 이 이야기들로 초대하세요. 이 책은 

화사한 일러스트로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이 Letterland의 마법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289-1 Code: T41 Price: £6.99

Alphabet Tales
아이들은 만화 형식으로 된 이 알파벳 스토리 책을 좋아하게 될 거에요. 거의 

모든 문장들이 일러스트와 짝을 이루고 있어서 처음 읽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80 pages.

ISBN:  978-1-86209-354-6 Code: T64 Price: £6.99 
 

First Picture Word Book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단어의 세계를 소개시켜주세요! 180개가 넘는 단어들이 

즐거운 그림들과 함께 소개됩니다. 이 책은 어휘력을 늘려주고, 알파벳 순서를 

가르쳐줍니다. 243 x 243mm, paperback, 48 pages.

ISBN:  978-1-86209-244-0 
Code: T13 Price: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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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Books At 
HomePicture Books

Featuring fun 
split-pages!

Example of each 
word in context

Simple definition  
of every word

The cup is empty.

cup
A container you
drink from.

Over 300 
words, definitions 

and pictures!

3 

My First Dictionary
First dictionary는 300개가 넘는 중요 단어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단어는 문장과 관련되어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어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 표기 되어 있습 니다. 아이들은 Letterland 파닉스 이야기로 새로운 스펠링 패턴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64 pages.

ISBN:  978-1-86209-938-8  Code: TE57  Price: £6.99

Three stories  

in one book!

ABC Stories
Letterland 친구들 3명과 함께 소풍을 떠나봐요. 

독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아이가 읽는 것을 

도와주세요. 
243 x 243mm, paperback, 60 pages.

ISBN:  978-1-86209-932-6 
Code: TE51 Price: £6.99

Who’s Next?
라임을 읽고 Annie Apple부터 Zig Zag Zebra까지 돌아보는 모험을 떠나보세요. 페이지를 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하고 

기억을 상기시키게 도와줍니다. 아이들에게 ‘그 다음엔 누가 올까?’ 질문해보세요.

243 x 243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939-5  Code: TE58  Price: £6.99

Three stories  

in on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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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My First Activity Books

First Reading Flashcards
양면으로 된 이 카드는 레터랜드 알파벳이 한 면에, 다른 한 면에는 먹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속에는 대문자와 소문자 둘 다 들어 있습니다. 3세 이상 

아이들에게 소리와 모양을 소개하는데 좋은 자료입니다.  
86 x 132mm, 65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227-3
Code: FC01 Price: £5.83 + VAT

First Rhyming Flashcards
이 플래시카드는 아이들이 라임과 단어를 예측해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 

면으로 된 이 카드는 한쪽 면에는 글자가, 다른 한 면에는 해당 단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86 x 132mm, 56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305-8
Code: T49 Price: £5.83 + VAT

Letterland Stories – Level 1
5 권의 이 이야기 책은 아이들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모음으로 

구성된 문장과 관련 그림은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책을 읽었을 때 

기쁨을 줍니다. 
167 x 210mm, paperback, 40 pages.

ISBN:  978-1-86209-724-7
Code: TC78 Price: £5.99

My First Activity Books 
이 액티비티 북은 읽고, 쓰고, 철자를 쓰는 데 완벽한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글자 모양과 소리, 간단한 단어, 리듬과 라임을 찾고 단어와 함께 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per book.

My First Handwrit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1-4
Code:  TD01
Price: £3.99 

My First Read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2-1
Code:  TD02
Price: £3.99 

My First Alphabet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3-8
Code:  TD03
Price: £3.99 

My First Rhym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4-5
Code:  TD04
Price: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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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Activity Books At 
HomeMy Second Activity Books

My Second Activity Books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액티비티 책은 읽고, 쓰고, 철자를 쓰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처음 써보고, 단어를 만들고, 소리를 블렌딩하고, 

글자 소리를 찾아서 전체 단어의 철자를 써보거나 운이 맞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per book.

My Second Handwrit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5-2
Code:  TD05
Price: £3.99 

My Second Read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6-9
Code:  TD06
Price: £3.99 

My Second Alphabet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7-6
Code:  TD07
Price: £3.99 

My Second Rhyming 
Activity Book
ISBN:  978-1-86209-748-3
Code:  TD08
Price: £3.99 

Second Reading Flashcards
양 면으로 된 이 카드는 75개의 주요 단어와 사용법, 게임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쪽 면에는 Letterland 캐릭터로 글자가 나타나 있으며, 

다른 한 쪽 면에는 소문자로 된 먹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6 x 132mm, 80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228-0
Code: FC02 Price: £5.83 + VAT

Letterland Stories – Level 2
6 개의 이야기에는 쉽게 디코딩 시킬 수 있는 단어와 몇 가지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들어 이씁니다. 읽는 것을 도와주거나 함께 읽어보기에 좋고, 

첫소리와 끝소리와 중간 소리를 혼자서 구분해 내는 학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167 x 210mm, paperback, 48 pages.

ISBN:  978-1-86209-725-4 
Code: TC79 Price: £5.99

Letterland Stories – Level 3a and 3b
각각의 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모음 소리를 배울 수 있게 하며, 이중 

모음도 소개 됩니다. 
167 x 210mm, paperback, 48 pages per book.

Letterland Stories – Level 3a
ISBN:  978-1-86209-726-1   
Code: TC80a   Price: £5.99
Letterland Stories – Level 3b
ISBN:  978-1-86209-739-1   
Code: TC80b   Price: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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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Phonics Activities

My Second Phonics Activity Book 
이 액티비티 책은 취학 전 준비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읽고 써보는 것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올바른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있었습니다. 이 액비티비 책 시리즈는 읽고, 쓰고, 라임과 철자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게 고안되어 있으며, 집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96 pages. 

ISBN:  978-1-86209-981-4  Code:  TF01  Price: £8.99 
  

NEW!
My First Phonics Activity Book 
이 책은 아이들이 글자 모양과 소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좋은 책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Letterland의 즐겁고, 함께 하는 교육 시스템과 함께 읽고, 쓰고, 

철자를 써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올바른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액비티비 책 시리즈는 읽고, 쓰고, 라임과 

철자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게 고안되어 있으며, 집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96 pages. 

ISBN:  978-1-86209-980-7  Code:  TE99  Price: £8.99 

NEW!

Develops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troduces 
shapes and 

sounds

NEW!

NEW!

Develops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troduces 
shapes and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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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ics Activities

Textured 
letters to 

finger-trace!

Textured 
letters to 

finger-trace!

At 
HomePhonics Activities

NEW!

NEW!

NEW!

Includes 2 
flashcard sets!

Handwriting verse for 
each letter shape

26 textured letters for 
finger-tracing

Words beginning with 
each letter sound

Handwriting verse for 
each letter shape

31 textured letters for 
finger-tracing

Words beginning with 
each letter sound

Phonics Touch & Trace
Touch & Trace 알파벳 책은 생기 넘치는 일러스트와 이야기, 글자들로 가득합니다. 만지고 손가락으로 따라 써보며 글자 모양과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캐릭터들과 소리, 그리고 교육적인 규칙들은 Letterland 가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소개하기 위한 최적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43 x 243mm, paperback, 32 pages.

ISBN:  978-1-86209-976-0  Code: TE95  Price: £7.99

Phonics Touch & Trace 
Flashcards
Letterland 알파벳을 소문자로 그려져 있는 31

개의 카드입니다. 한 쪽 면에는 Letterland 

픽토그램, 다른 한 면에는 먹글자가 

나와있습니다. 게임을 위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7 x 131mm, 34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977-7 
Code:  TE96 Price: £5.83 + VAT

My First Phonics  
Flashcards
125개의 양 면으로 된 카드는 Letterland 

알파벳이 소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며 58개의 

라임 카드와 설명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131 x 164mm, 125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982-1
Code: TF02 Price: £8.33 + VAT

Handwriting verse for 
each letter shape

26 textured letters for 
finger-tracing

Words beginning with 
each letter sound

Handwriting verse for 
each letter shape

31 textured letters for 
finger-tracing

Words beginning with 
each letter sound

31



At 
Home Handwriting Practice

Pre-Cursive
Style

Cursive
Style

Print
Style

Print Pre-Cursive Cursive

Complete Handwriting Practice
쓰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Letterland 캐릭터가 정확한 쓰기 순서를 상기시켜줍니다. 바른글씨에서부터 필기체연습,  

그리고 완벽한 필기체를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A4, paperback, 102 pages.

ISBN:  978-1-86209-978-4  Code:  TE97  Price: £8.99

Handwriting Practice 1
이 책으로 아이들은 쓰기 능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Letterland 캐릭터들과 미리 

써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연필 사용과 정확한 

쓰기 방향에 집중하여 대문자와 소문자 위에 

연습해보세요. 

A4, paperback, 56 pages.

ISBN:  978-1-86209-720-9
Code:  TC74  Price: £3.99

Handwriting Practice 2
인쇄된 글자에서부터 필기체까지 써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써보고, 글자를 만들고, 

글자를 조합하는 연습을 단어 속에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연습 할 수 있습니다. 

A4, paperback, 56 pages

ISBN:  978-1-86209-776-6
Code:  TD23  Price: £3.99

Handwriting Practice 3
3가지 쓰기 연습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인쇄된 글자에서부터 직접 써보는 

과정을 거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빠르게 써볼 

수 있도록 쓰는 순서도 제공합니다. 
A4, paperback, 56 pages.

ISBN:  978-1-86209-825-1
Code:  TD42  Price: £3.99

NEW!

Print Pre-Cursive Cursiv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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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writing Practice At 
HomeHandwriting Practice

NEW!
Wipe Clean First Words Book
Letterland 친구들과 첫 단어를 즐겁게 배워보세요! 매일 매일 단어를 따라 써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글자 모양을 따라 써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ISBN:  978-1-86209-979-1   
Code: TE98  Price: £5.99

Wipe Clean Alphabet Book
Letterland 친구들과 그림을 완성하며 대문자와 소문자의 글자 모양을 배워보세요. 쓰고 지울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으로 아이들이 펜을 잡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ISBN:  978-1-86209-923-4  Code: TE42  Price: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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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er Activity BooksAt 
Home

Now with  

reusable 

stickers!

Harry Hat Man’s Holiday 
Activity Book
함께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 이 책은 

여행이나 비가 오는 날, 조용한 시간에 해보기에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소소한 팁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4 pages.

ISBN:  978-1-86209-754-4 
Code: TD20 Price: £3.99

Fun-to-Find Sticker Book
화려한 장면 속에서 80개가 넘는 것들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알파벳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16 pages + 
stickers.

ISBN:  978-1-86209-248-8 
Code: T16 Price: £3.99

First Sticker Dictionary
120개가 넘는 중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책은 매력적인 스티커 사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일 지라도 알파벳의 모양과 소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스티커를 제자리에 

붙여보세요.  
220 x 280mm, paperback, 16 pages + 
reusable stickers.

ISBN:  978-1-86209-272-3 
Code: T38 Price: £3.99

Bouncy Ben’s Brain Busters
아이들이 퍼즐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액티비티 책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액티비티가 들어 있으며,  

아이들이 Annie Apple과 우주로 가보거나 Zig Zag Zebra와 동물원으로 가보는 즐거움을 줍니다.  
220 x 280mm, paperback, 28 pages + 4 page pull-out and fold-out game.

ISBN:  978-1-86209-824-4  Code: TD41  Price: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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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er Activity Books At 
HomeBoard and Craft Books

age

0-3

New  
format!

New  
format!

Cookbook
Winner of the award for ‘Best 
Children and Family Cookbook 
2010’. 이 책은 자연의 재료와 자연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넘쳐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 쿡북으로 맛있는 

디저트와 애피타이저를 만들어보세요. 

간단한 레시피로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어휘와 알파벳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20 x 280mm, 
paperback, 52 pages.

ISBN: 978-1-86209-915-9
Code:  TE34 Price: £7.99

My ABC of Letters
페이지 마다 있는 캐릭터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어린아이에게 알파벳 글자를 소개시켜주세요. 
210 x 210mm, board book, 28 pages.

ISBN: 978-1-86209-812-1
Code: TD36  Price: £5.99

My ABC of Actions
액션트릭을 사용하여 알파벳 소리를 소개합니다. 반복과 라임은 유아들이 

어휘력을 높이고 글자 소리를 다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210 x 210mm, board book, 28 pages.

ISBN: 978-1-86209-775-9
Code: TD22  Price: £5.99

My ABC of Animals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있는 이 책으로 

알파벳 사파리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마다 많은 

동물들을 찾아보며, 영유아들은 

어휘력을 기르고 알파벳 글자의 소리와 

모양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210 x 210mm, board book, 20 
pages.

ISBN: 978-1-86209-774-2
Code: TD21
Price: £5.99

Things to Make & Do
26개의 간단한 액티비티는 기본적인 교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고, Letterland 방식으로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Annie Apple의 Animal Adventure 

부터 Zig Zag Zebra의 Zany Zooms까지, 알파벳 액티비티는 

아이들에게 만드는 재미를 주고, 리터러시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220 x 280mm, paperback, 60 pages.

ISBN: 978-1-86209-916-6 Code: TE35 Price: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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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and GamesAt 
Home

Squirts 

water!

Includes  
26 magnets

CD-ROM
Interactive 

games

NEW!

ABC Adventures Software

Annie Apple, Zig Zag Zebra와 친구들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로 놀러 

오세요. 이것은 3세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Letterland 파티에 

모든 26개의 캐릭터들이 초대되었어요. 집에서 사용하거나 Letterland를 처음 

배우는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ISBN: 978-1-86209-396-6
Code: T90 Price: £14.16 + VAT 

System Requirements: PC – Windows XP and above, MAC – OSX 10.6 and above.

Alphabet Races 

알파벳으로 된 장애물 경기에 참가해보세요! 라임을 읽고 26개의 Letterland 

자석을 장애물 코스에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캐릭터들이 알파벳 순서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누가 1등이 될까요? 아이들도 

경기에 참가하게 해보세요. 뛰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잘라내어 맨 끝 장에 붙여보세요. 이 자석으로 된 글자는 냉장고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284 x 220mm, hardback, 8 pages + 26 magnets.

ISBN:  978-1-86209-809-1 
Code: TD34 Price: £10.99

Sammy Snake’s Snap

이 카드로 아이들이 글자를 인식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주세요. ‘snap’, 

‘odd one-out’, ‘memory pairs’ 와 같은 잘 알고 있는 게임을 해보고, 단어 

만들기나 스펠링 게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설명서와 액티비티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6 x 132mm, 112 cards.

ISBN:  978-1-86209-355-3
Code: T65 Price: £5.83 + VAT

Giant Alphabet Puzzle

이 튼튼한 퍼즐은 아이들의 작은 손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퍼즐을 보고 옆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으며, 두운 법칙에 따르는 사물이 

퍼즐마다 나와있습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손과 눈을 일치시키는 활동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Completed jigsaw size 686 x 483mm, 28 pieces.

ISBN:  978-1-86209-358-4 
Code: T68 Price: £11.66 + VAT

Dippy Duck’s Dance
손으로 꾹 누르면 물을 내뿜는 이 책으로 즐거운 목욕 시간을 만들어봐요. ‘The Wheels on the Bus’를 따라 부르며, Dippy Duck의 춤을 배우고 

Letterland 친구들과 액션도 배워봅시다. 이 책은 리틀핸즈 시리즈이며, 유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50 x 150mm, paperback, 10 pages.

ISBN:  978-1-86209-955-5 
Code: TE74 Price: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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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Additional Resources

Create endless 

fun sentences!

Make-a-Story Card Game
100가지가 넘는 문장이 있는 재미있는 카드 게임으로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일러스트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부터 

잘 읽는 아이까지 모든 아이가 동시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장 만들기에 유용하며, 마침표를 알고 단락과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장을 뒤집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86 x 132mm, 64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810-7  Code: TD35  Price: £5.83 + VAT

Height Chart
Letterland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이 포스터는 

길이를 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센티미터와 

인치)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키를 재볼 수 

있습니다.

295 x 837mm.

ISBN:  978-1-86209-630-1
Code: TB89 
Price: £4.99 + VAT

Magnetic Letters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스펠링을 연습할 

때 완벽한 교구입니다. 동일한 글자와 모음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긴 단어의 철자를 써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10 x 297mm, 62 magnets.

ISBN:  978-1-86209-193-1
Code: T09
Price: £5.83 + VAT

Alphabet Frieze
이 다채로운 색의 프리즈는 알파벳 순서를 

학습하고 글자를 발견하게 돕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Letterland 의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있으며, 커다란 포스터를 만들기 길게 

전시하거나 위해 아래 쪽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7 sections, 840 x 205mm per section.

ISBN:  978-1-86209-223-5  
Code: AF01  
Price:  £5.83 + VAT

Word Cards
휴대가 쉽고, 튼튼한 78개의 카드에는 a-z 글자 소리에 대해 중요 어휘가 나와있습니다. 양면으로 된  

이 카드의 한 면에는 밝은 그림이, 다른 한 면에는 관련된 단어가 먹글자로 나와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읽고 철자를 쓰는 것을 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 x 132mm, 78 double-sided cards.

ISBN: 978-1-86209-922-7  Code: TE41  Price: £5.83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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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and DVDsAt 
Home

DVDClassic Letterland

“Harry Hat Man whispers ‘hhh…’,
whispers ‘hhh…’, whispers ‘hhh…’.
Harry Hat Man whispers ‘hhh…’.
He never talks out loud.”

“Hurry from the Hat Man’s head
down to his heel on the ground.
Go up and bend his knee over,
so he’ll hop while he makes
his sound.”

AUDIO CD

“Harry Hat Man hops along
and hums himself a happy song.
If he hears a horrible hullabaloo,
hiding at home will be you-know-who.
He hates noise, he says it hurts his ears.
So remember “hush”
if the Hat Man appears.”

Listen to FREE songs at: www.letterland.com/freesongs

Alphabet Songs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이 CD는 아이들이 글자 소리를 

재미있고 즐거운 방법으로 배우게 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197-9
Code: T23
Price: £6.66 + VAT

Handwriting Songs
이 CD는 글자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도록 하며,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를 제공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196-2
Code: T24
Price: £6.66 + VAT

Action Songs CD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 대한 노래가 나와 있는 

이 CD는 32페이지의 소책자에 재미있는 액션 

가사를 제공합니다. 
Audio CD, 26 songs + lyrics sheet.

ISBN: 978-1-86209-279-2
Code: T40 
Price: £6.66 + VAT

A Christmas Story DVD
Letterland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준비에 

바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눈이에요. 눈이 없다면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지요! Letterland 캐릭터를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기대해보세요.  
Dual PAL/NTSC DVD.

ISBN:  978-1-86209-423-9
Code: V9DVD Price: £12.99 + VAT

Detective Dippy Duck DVD
Letterland의 모든 친구들이 ‘누가 했을까’에 대한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Dippy Duck

과 친구들과 탐정 놀이를 하며 진정한 교육의 

가치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Dual PAL/NTSC DVD.

ISBN:  978-1-86209-424-6
Code: V8DVD Price: £12.99 + VAT

Once Upon a Time in  
Letterland DVD
사랑받는 장난감 원숭이는 주인 Joe가 놀아주지 

않고 책을 읽어서 심술이 났어요. 하지만 Annie 

Apple은 원숭이에게 책을 통과해서 Letterland

로 가는 법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왜 책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함께 찾아봅니다. Dual PAL/
NTSC DVD.

ISBN:  978-1-86209-310-2
Code: V10DVD Price: £12.99 + VAT

These products feature classic Letterland characters. To find out more about Letterland 
Classic, see: http://www.letterland.com/information/classic-lett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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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and Training

Real-life classroom examples Helpful material suggestions

NEW!

Getting the most out of Letterland materials
Whether you are new to Letterland or you have enjoyed teaching it for many years, we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to suit your needs –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For support enquiries contact:  
training@letterland.com or see: www.letterland.com/training

Training videos online
Watch FREE videos explaining key Letterland Tricks 
and Strategies which will help you to motivate 
children to read, write and spell confidently. Once 
the children learn the TRICKS they can use them 
independently whenever they are reading and 
writing. As teachers, you will enjoy the STRATEGIES 
designed for use in the classroom.

Sound Trick

Action Trick

Alliteration Trick

Uppercase Trick

Roller Coaster Trick

Rubber Band Trick

Picture Coding Strategy 

Quick Dash Strategy

Letter Shapes Strategy

Reading Direction Strategy

Live Reading Strategy

Live Spelling Strategy

www.letterland.com/training/videos

Find us online

Want to stay up to date with Letterland tips and news? Sign up at: www.letterland.com/newsletter 

Like being socially connected? Find us on Facebook: www.facebook.com/letterlandmedia

Join in the conversation and tweet to your heart’s content: www.twitter.com/letterlandmedia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get exclusive free video clips: www.youtube.com/letterlandmedia

www.letterland.com/training/videos

Find u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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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ontact List

International Distributors
Australia

EdSource Australia
PO Box 1692, Buddina,
Queensland, 4575, Australia
Tel:  (07) 5444 5860
Fax:  (07) 5444 5868
Email:  australia@letterland.com
Web:  www.letterland.com.au

Canada
Education Reformation
235 Eaton Street, Georgetown, 
Ontario, L7G 6N9
Tel: 289-891-9341
Cell:  647-444-0830
Email:  letterland@live.ca
Web:  www.letterland.ca

Egypt
International Language Bookshop (ILB) 
(Fix-it Phonics licensee for Egypt)
16 El Badia Street, from El Thawra Street,
Heliopolis, PO Box 2502, 
Cairo, Egypt
Tel:  +202 2417 86 23
Fax:  +202 2417 86 27
Email:  ilb@ilbegypt.com
Web:  www.ilbegypt.com

Hong Kong
ETC Educational Technology 
Connection (HK) Ltd
Rm 1509, Cityplaza 4, Tai Koo Shing, 
Hong Kong
Tel:  (852) 2653 2789
Fax:  (852) 2656 1627
Mobile:  (852) 9437 0106
Email:   hongkong@letterland.com

India
Spellbound Kid’s Bookstore
35 Juhu Supreme Shopping Centre, 
1st Floor, 9th Gulmohar Road, JVPD Scheme, 
Juhu, Mumbai 400049
Tel:  +91 22 26718343
Mobile:  +91 98210 72072
Mobile:  +91 98336 72072
Mobile:  +91 99309 72072
Email:  info@spellbound.in
Web:  www.spellbound.in

Japan
J&N  English Club
7172-650 Nakagawa, Hosoe-cho, 
Kita-ku, Hamamatsu-shi, Shizuoka-ken, 
431-1304, Japan
Tel:  (053) 523 1297 
Fax:  (053) 523 1297
Email:  japan@letterland.com
Web:  www.letterland.jp

New Zealand
Wakelin Education Services
147 Wakanui Road, 
No 7 RD, Ashburton, 
New Zealand 
Tel:  (03) 3077 473
Fax:  (03) 3077 475
Email:  newzealand@letterland.com
Web:  www.letterland.co.nz

Nigeria 
Rombic Concepts Ltd
Learning Solutions Building,
24, Osuntokun Avenue, Bodija
Mapo PO Box 25256, Ibadan, Nigeria
Tel:  +234(0)8033280593
      +234(0)8055610112
Email:  ceo@rombicconceptsltd.com

Nigeria (Education)
K. Creativ Xploits Limited (KCX)
2A, Oduduwa Street, 
(off Sobo Arobiodu Street),
Ikeja, G.R.A. Lagos, Nigeria
Tel:  +234(0)8033056262
 +234(1)4544052
 +234(0)8150971060
Email:  kkletterland@gmail.com

Singapore
ELM TREE Distributors Pte Ltd
625 Aljunied Road Aljunied Industrial Complex
#06-09
Singapore 389836
Tel: 0067497011, 0067494540
Fax:  0067494178
Email:  elmtree@starhub.net.sg 
Web:  www.elmtreebooks.com

Singapore (Education)
Letters @ Work
BLK 716, Jurong West Street 71, 
#05-81 Singapore, 640716
Tel:  0065 9008 1997
Email:  enquiry@lettersatwork.com
Web:  www.lettersatwork.com

South Africa (Stock Availability  
and Price Enquiries Only)

Maskew Miller Longman
PO Box 396, Cape Town, 8000, South Africa
Tel:  +27 (0)21 532 6000
Email:  customerservices@mml.co.za
Website:  www.mml.co.za

South Africa (Education)
Educational Ideas
PO Box 70354, Bryanston 2021,  
Johannesburg, South Africa  
Tel:  (011) 469 0002
Fax: 086 546 4855
Mobile:  082 455 1296
Email:  hilary@letterland.co.za
Web: www.letterland.co.za

South Korea
Nawon Education Co. Ltd.
404 Ho, 1 Cha, Hanwha Bizmetro,  
Gayang-dong, Gangseo-gu, Seoul, 
South Korea
Tel:  +82 2 (02) 2692 3688
Fax:  +82 2 (02) 2692 3689
Email:  korea@letterland.com
Web: www.nawonedu.com

Taiwan
Hello! Book Club
2F, No. 111, Nei Hu Road, Section 1,          
Taipei, Taiwan, ROC
Tel:  +886 (02) 2341 1288
Fax:  +886 (02) 2351 0799
Email:  taiwan@letterland.com

 
UK, Europe and other territories

Grantham Book Services (GBS)
Trent Road, Grantham
Lincolnshire
NG31 7XQ
Tel:  +44 (0)1476 541 080
Fax:  +44 (0)1476 541 061
Email:  orders@gbs.tbs-ltd.co.uk

USA
Enfield Distribution Co.
PO Box 699, Enfield, New Hampshire 03748
Toll Free (USA): 877- LETTERL (877- 538-8375)
Fax:  (603) 632-5611
Email:  usinfo@letterland.com
Web:  www.letterland.com

Sales Representatives
China

Ian Taylor Associates 
B1102 Building 4, BeijingINN, No.11 East 
Shuijing Hutong, Dongcheng District, Beijing 
PR China 100010
Tel:  +86 10-58643360  
Fax:  +86 10-58643370 
Email:  china@letterland.com
Web:  www.iantaylorassociates.com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ternational Publishers Reps (IPR) 
PO Box 25731, 1311 Nicosia, Cyprus
Tel:  +357 22872355/56  
Fax:  +357 22872359   
Email:  middleeast@letterland.com
Web:  www.ipr-publishersreps.com

UK and other territories
Bounce Sales and Marketing Ltd. 
Quality Court, off Chancery Lane, 
London WC2A IHR
Tel:  +44 (0)207 138 3650
Fax:  +44 (0)207 138 3658
Email:  sales@bouncemarketing.co.uk
Web:  www.bouncemarketing.co.uk

Product Advice & Support
Letterland International Ltd.
Riverbridge House, Guildford Road,
Leatherhead, Surrey, KT22 9AD
Tel:  +44 (0)1223 262 675
Fax:  +44 (0)1223 264 126 
Email:  info@letterland.com

Product Advice & Support
Letterland International Ltd.
Riverbridge House, Guildford Road,
Leatherhead, Surrey, KT22 9AD
Tel:  +44 (0)1223 262 675
Fax:  +44 (0)1223 264 126 
Email:  info@letter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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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Order Form

Order Details

Title Quantity ISBN Unit Price Total Price

Sub Total £

P & P £

Total Order £

Individual Customers School Customers

UK Postage & Packaging £3.50 UK Schools £4.95 per order

Europe Postage & Packaging £5.50 International Schools 10% of order value

World Postage & Packaging £15.00

Customer Details

Billing Address Delivery Address (if different)

Name Name

Address Address

Country                                                   Postcode Country                                                  Postcode

Telephone (daytime) Telephone

Email Address Email Address

Email: info@letterland.com

Mail: Letterland International Ltd. (Head Office) 
 Riverbridge House, Guildford Road,  
 Leatherhead, Surrey, KT22 9AD

Tel: +44 (0)1223 262675

Fax: +44 (0)1223 264126

Online: www.letterland.com

You can download excel order forms at: www.letterland.com/downloads

Payment Details

I wish to pay by:  Mastercard        Visa        Amex        Cheque                       

Card Number:      

Expiry Date       Security Code

Name on Card

Invoice    

UK schools can pay on invoice with approved 

purchase orders. 

Name of School

Order Reference:  
CAT14-UK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pply, these are available on request. Order Reference:  
CA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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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oduct List

TITLE ISBN PRICE

PACKS

Letterland Starter Pack 9781862098350 £189.99

Letterland Classroom Pack 9781862098367 £269.99

TEACHER’S MANUALS

Early Years Handbook 9781862092266 £27.99

Phonics Teacher’s Guide 9781862099616 £37.99

Advanced Teacher’s Guide 9781862092945 £27.99

PARENT’S GUIDES

Learn to Read and Write - A Parent’s Guide 9781862098237 £4.99

PICTURE BOOKS

ABC (paperback) 9781862092228 £6.99

ABC (paperback + audio CD) ^ 9781862096097 £8.50

ABC (hardback) 9781862092211 £10.99

Beyond ABC (paperback) 9781862097896 £6.99

Beyond ABC (paperback + audio CD) ^ 9781862097902 £8.50

Beyond ABC (hardback) 9781862097919 £10.99

Far Beyond ABC (paperback) 9781862097834 £6.99

Far Beyond ABC (paperback + audio CD) ^ 9781862097841 £8.50

Far Beyond ABC (hardback) 9781862097858 £10.99

Phonics Touch & Trace 9781862099760 £7.99

Who’s Hiding? ABC Flap Book 9781862092907 £5.99

Dippy Duck’s Day of Discovery 9781862098336 £5.99

Alphabet of Rhymes 9781862092464 £5.99

Alphabet Adventures 9781862092426 £5.99

Bedtime Stories 9781862092891 £6.99

Alphabet Tales 9781862093546 £6.99

Who’s Next? 9781862099395 £6.99

First Picture Word Book 9781862092440 £5.99

My First Dictionary 9781862099388 £6.99

ABC Stories 9781862099326 £6.99

READERS

My Alphabet Storybooks (26 per pack) 9781862098619 £49.99

Phonics Readers – Set 1 9781862098916 £15.99

Phonics Readers – Set 2 9781862098923 £15.99

Phonics Readers – Set 3 9781862098930 £16.99

Phonics Readers – Set 4 9781862098947 £17.99

Letterland Stories – Level 1 9781862097247 £5.99

Letterland Stories – Level 2 9781862097254 £5.99

Letterland Stories – Level 3a 9781862097261 £5.99

Letterland Stories – Level 3b 9781862097391 £5.99

SOFTWARE

Story Phonics Software* 9781862099838 £54.99

Story Phonics Licence (site licence)* 9781782480440 £209.99

Living ABC Software * 9781862093591 £54.99

Living ABC Licence (3 user) * 9781862093676 £29.99

Living ABC Licence (5 user) * 9781862093683 £54.99

Living ABC Licence (10 user) * 9781862093690 £109.99

Living ABC Licence (site licence) * 9781862093706 £209.99

Living Code Cards Software * 9781862093713 £49.99

Living Code Cards Licence (site licence) * 9781862093775 £159.99

ABC Adventures 9781862093966 £ 14.16

CDS

Alphabet Songs CD * 9781862091979 £6.66

Handwriting Songs CD * 9781862091962 £6.66

Blends & Digraphs Songs CD * 9781862091955 £12.99

Advanced Songs CD * 9781862093195 £8.99

Early Years Handbook CD * 9781862092556 £8.99

Action Songs CD * 9781862092792 £6.66

ABC (audiobook CD) * 9781862096073 £4.99

Beyond ABC (audiobook CD) * 9781862098046 £4.99

Far Beyond ABC (audiobook CD) * 9781862098053 £4.99

CARDS

Big Picture Code Cards – Lowercase * 9781862092242 £26.99

Big Picture Code Cards – Uppercase * 9781862091986 £26.99

Picture Code Cards – Precursive * 9781862092419 £23.99

Picture Code Cards – Straight * 9781862091993 £23.99

Picture Code Cards – Advanced * 9781862092952 £23.99

Vocabulary Cards * 9781862092686 £26.99

FLASHCARDS

First Reading Flashcards * 9781862092273 £5.83

First Rhyming Flashcards * 9781862093058 £5.83

Second Reading Flashcards * 9781862092280 £5.83

Word Cards * 9781862099227 £5.83

Phonics Touch & Trace Flashcards* 9781862099777 £5.83

My First Phonics Flashcards* 9781862099821 £8.33

COPYMASTERS

A–Z Copymasters 9781862092396 £26.99

Early Years Handwriting Copymasters 9781862092501 £26.99

Sentence Copymasters 9781862094222 £26.99

Blends & Digraphs Copymasters 9781862092990 £26.99

Word Bank Copymasters 9781862092495 £26.99

Advanced Copymasters 9781862093201 £26.99

WORKBOOKS and WORD BUILDING

Early Years Workbooks 1 to 4 (4 per pack) 9781862092389 £6.99

Early Years Word Books (pack of 10) 9781862092525 £16.99

Workbooks 1 to 4 (4 per pack) 9781862092372 £6.99

Phonics Workbooks 1 to 6 (6 per pack) 9781862099562 £7.99

Word Books (pack of 10) 9781862092518 £16.99

Magnetic Word Builder * 9781862097155 £9.99

POSTERS and FRIEZES

Alphabet Frieze * 9781862092235 £5.83

Alphabet Posters (3 per pack) * 9781862099333 £9.99

Class Train Frieze  
(pre-cursive and straight letters) *

9781862098145 £16.99

Action Tricks Poster * 9781862098183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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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oduct List

Please note that prices and specifications are correct at time of going to press. Letterland International 
Ltd.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price and specification without prior warning. Prices are exclusive of 
VAT. Where indicated, VAT is applicable at UK standard rate. For indicated mixed packs VAT is charged 
proportiately in vatable item only. Further details available on request (info@letterland.com). Prices 
exclude delivery charges.

* VAT applicable (20% as of Jan 2014) ^ Mixed pack VAT applicable

Vowel Scene Posters (5 per pack) * 9781862092822 £16.99

Height Chart * 9781862096301 £4.99

ADDITIONAL RESOURCES

Alphabet Desk Strips (pack of 10) * 9781862093973 £8.99

Merit Stickers (pack of 10 sheets) * 9781862093003 £8.32

Alphabet Stickers (pack of 10 sheets) * 9781862092532 £8.32

ELT

ELT Teacher’s Guide 9781862091832 £27.99

ELT Student Book CD (double CD) * 9781862091870 £14.99

ELT Alphabet Songs CD * 9781862091917 £8.99

ELT Handwriting Book 9781862091863 £3.99

ELT Student Book 9781862091849 £6.99

ELT Workbook 9781862091856 £3.99

FIX-IT PHONICS

Fix-it Phonics Level 1 Teacher’s Pack ^ 9781862097278 £69.99

Fix-it Phonics Level 1 Student Pack 9781862097308 £34.99

Fix-it Phonics Level 1 Software * 9781862098220 £34.99

Fix-it Phonics Level 1 Software  
Volume Licence *

9781862099463 £124.99

Fix-it Phonics Level 1 Volume CAL 
(additional 1 user over 30) *

9781862099494 £3.99

Fix-it Phonics Level 1 Big Book 9781862097513 £19.99

My Alphabet Storybooks Set 1 9781862099340 £14.99

My Alphabet Storybooks Set 2 9781862099357 £14.99

My Alphabet Storybooks Set 3 9781862099364 £14.99

My Alphabet Storybooks Set 4 9781862099371 £14.99

Fix-it Phonics Level 2 Teacher’s Pack ^ 9781862097285 £69.99

Fix-it Phonics Level 2 Student Pack 9781862097315 £34.99

Fix-it Phonics Level 2 Software * 9781862098312 £34.99

Fix-it Phonics Level 2 Software  
Volume Licence *

9781862099470 £124.99

Fix-it Phonics Level 2 Volume CAL 
(additional 1 user over 30) *

9781862099500 £ 3.99

Fix-it Phonics Level 2 Big Book 9781862097520 £ 19.99

Fix-it Phonics Level 3 Teacher’s Pack ^ 9781862097292 £69.99

Fix-it Phonics Level 3 Student Pack 9781862097322 £34.99

Fix-it Phonics Level 3 Software * 9781862098329 £34.99

Fix-it Phonics Level 3 Software  
Volume Licence *

9781862099487 £124.99

Fix-it Phonics Level 3 Volume CAL  
(additional 1 user over 30) *

9781862099517 £ 3.99

Fix-it Phonics Level 3 Big Book 9781862097537 £ 19.99

ACTIVITY BOOKS

My First Handwriting Activity Book 9781862097414 £3.99

My First Reading Activity Book 9781862097421 £3.99

My First Alphabet Activity Book 9781862097438 £3.99

My First Rhyming Activity Book 9781862097445 £3.99

My First Phonics Activity Book 9781862099807 £8.99

My Second Handwriting Activity Book 9781862097452 £3.99

My Second Reading Activity Book 9781862097469 £3.99

My Second Alphabet Activity Book 9781862097476 £3.99

My Second Rhyming Activity Book 9781862097483 £3.99

My Second Phonics Activity Book 9781862099814 £8.99

HANDWRITING PRACTICE

Handwriting Practice 1 9781862097209 £3.99

Handwriting Practice 2 9781862097766 £3.99

Handwriting Practice 3 9781862098251 £3.99

Complete Handwriting Practice 9781862099784 £8.99

Wipe Clean Alphabet Book 9781862099234 £5.99

Wipe Clean First Words Book 9781862099791 £5.99

STICKER ACTIVITY BOOKS

Bouncy Ben’s Brain Busters 9781862098244 £4.99

Harry Hat Man’s Holiday Activity Book 9781862097544 £3.99

First Sticker Dictionary 9781862092723 £3.99

Fun-to-Find Sticker Book 9781862092488 £3.99

ABC Activity Book 9781862098510 £4.99

Beyond ABC Activity Book 9781862098527 £4.99

Far Beyond ABC Activity Book 9781862098534 £4.99

BOARD BOOKS

My ABC of Letters 9781862098121 £5.99

My ABC of Animals 9781862097742 £5.99

My ABC of Actions 9781862097759 £5.99

DVDS

A Christmas Story DVD * 9781862094239 £12.99

Detective Dippy Duck DVD * 9781862094246 £12.99

Once Upon a Time in Letterland DVD * 9781862093102 £12.99

FUN and GAMES

Dippy Duck’s Dance 9781862099555 £6.99

Make-a-Story Card Game * 9781862098107 £5.83

Sammy Snake’s Snap * 9781862093553 £5.83

Giant Alphabet Puzzle * 9781862093584 £11.66

Magnetic Letters * 9781862091931 £5.83

Alphabet Races 9781862098091 £10.99

COOKERY and CRAFT

Cookbook 9781862099159 £7.99

Things to Make & Do 9781862099166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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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land is the  
most effective of all the  

synthetic phonics programs for 
children that I have observed or 

worked with. This program is not only 
extremely well-thought out, it is highly 

imaginative and distinctly and  
usefully memorable.”  
– Bob Schlagal, Ph.D.,  
Professor of Reading

Hold your hand in 
front of your mouth 
and breathe onto it.

Child-friendly phonics

아동친화적입니다.

Letterland는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기억하게 

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에 다가갑니다.  

Letterland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한 소리로 

말하며 시작해보세요.

액션트릭이 있습니다.

Leterland는 알파벳 글자와 연결되는 액션트릭이 

있습니다. 액션과 글자 모양, 소리 간에 관계를 

형성 합니다. 

ABC 이후의 것도 배웁니다.

Letterland는 영어에서 들리는 모든 44개의 

소리의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150개의 스펠링 

패턴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Why Letterland?

Orders To:
Letterland International Ltd. 
Riverbridge House, Guildford Road, 
Leatherhead, Surrey, KT22 9AD

Tel: +44 (0)1223 262675 
Fax: +44 (0)1223 264126 
Email: info@letterland.com

Trade Orders To:
Grantham Book Services (GBS) 
Trent Road, Grantham, 
Lincolnshire, NG31 7XQ

Tel: +44 (0)1476 541080 
Fax: +44 (0)1476 541061 
Email: orders@gbs.tbs-ltd.co.uk

통합 파닉스입니다.

‘통합 파닉스’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소리를 

블렌딩 하는 것을 말합니다. Letterland는 서로 

다른 스펠링 패턴과 관련된 소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파닉스를 가르치기 위해 캐릭터와 액션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억에 

관련된 연구와 우리가 배우는 방법과 연관되도록 

합니다.

Letterland는 효과가 있습니다!

Letterland는 45년동안 111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읽고, 쓰고, 철자를 말하도록 

해왔습니다.더 많은 설명을 위해서 

www.letterland.com/testimonials 를 방문해보세요.

Code: TF50 

Child-friendly phonics

9 781782 480303

ISBN 978-1-78248-030-3

LETTERLAND®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Lyn Wendon. Fix-it Phonics and the Letterland system © Letterland International 2014. All rights reserved.

Why Letterland?

Code: TF49 

Child-friendly phonics

9 781782 480297

ISBN 978-1-78248-029-7

LETTERLAND®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Lyn Wendon. Fix-it Phonics and the Letterland system © Letterland International 2014.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