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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막 중세의 미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섰던 근대 서구인들에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그때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한 곳에 담은 참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의 보고를 의미했습니다.

브리태니커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1900년대 초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서,
오늘날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문화 기업이
되었습니다. 브리태니커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펴내는 일
외에도 현대 문명의 초석이 된 고전들인 <그레이트 북스> 등을 꾸준히 출판함으로써 인류의
지적 유산을 갈고 다듬어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브리태니커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그 뒤 240여 년에 걸쳐 15판까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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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습니다.

Digital innovation! Advancing education!
브리태니커는 ‘백과사전의 명가’에서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학습 전문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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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BRITANNICA SCHOOL

IMAGE QUEST

브리태니커 스쿨

이미지 퀘스트

더욱 새롭고 편리해진 브리태니커 스쿨! 전 세계의 학생들이 교실과 도서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브리태니커”,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니버셜” 그리고 “게티 이미지” 등에서 제공하는 250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39개 주제별
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용 이미지 뱅크입니다.

●

초중고 3단계의 수준별로 나누어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교사용 수업지도안, 학습 관련 동영상 및 이미지 제공

●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

●

school.eb.com

●

사진과 일러스트를 저작권 문제 없이 무제한 사용 (교육용 목적에 한함)

●

학교 홈페이지, 학교 신문, 게시판, 교수 지도서, 강의자료,
학생 리포트 등에 활용 가능

●

고해상도 이미지의 다운로드, 프린트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전송 가능

quest.eb.com

BRITANNICA PATHWAYS: SCIENCE
패스웨이 사이언스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약 100여 개의 과학적 오류들을
가설검증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가는 과학 프로그램!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토론능력 배양에 적합한 교실용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LEARNING ZONE
러닝 존
유아들을 위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리태니커 스쿨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어, 숫자, 시간, 지리 등의 다양한 주제별 액티비티 제공

●

학교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 가능

●

탐구 중심 학습방법을 통한 수업진행 툴 제공

●

학생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유도

●

교사용 학습자료 제공

pathways.eb.com

learningzone.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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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s & Mobile application

BRITANNICA ONLINE ACADEMIC EDITION

E-BOOKS

영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디지털화된 지식의 표준! 포괄적이고 신뢰도 높은 지식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영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 서비스는 미국의 하버드,
영국 옥스포드, 프랑스 소르본 그리고 한국의 서울, 연세, 고려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의 유명 대학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이 브리태니커의 편집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그 실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브리태니커의 책들을 이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acces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장소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00+ New titles each year
신뢰할 수 있는 방대한 영역의 브리태니커 리소스가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
●

15,000여 새 항목과 5,000여 장의 사진 및 300개 이상의 동영상 추가
나만의 백과 만들기 / 백과 콘텐츠 공유하기 / 항목 내용 수정 및 게시 제안

Every age, every reading level and every subject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이 즐겨 볼 수 있는 여러 주제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earch.eb.com

BRITANNICA ONLINE ACADEMIC EDITION (Korean Ver.)
한글판 브리태니커 온라인 서비스
세계지식의 보고인 영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토대로
일본어판, 중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동양관련항목을 더하고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관련항목을 추가 집필하여 완성한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27권 전문 및 세계지리,
세계사 연표, 인물·지역 정보 사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0만여 항목, 20만여 색인, 3만여 인터넷 링크
● 70만여 지능형 하이퍼링크
● 1만 3,000여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

ebooks.eb.com

MOBILE APPLICATIO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브리태니커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키즈 어플리케이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리태니커 디스커버리 라이브러리 책을 기반으로 만든
모션북형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콘사이스

premium.britannica.co.kr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전 27권)에 수록된 약 10만 개의 항목을 압축하여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판소리
한국의 소리, 판소리 중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완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RITANNICA ONLINE LIBRARY EDITION
공공 도서관용 브리태니커 온라인 서비스
영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 서비스와 유, 초등학생용 지식정보가
추가된 공공도서관용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한 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레벨의 항목으로 쉽게 연결되며, 세계지도,
멀티미디어 동영상, 학습자료 등을 다양한 수준에 맞게 제공합니다.
●
●

브리태니커 레퍼런스 센터 : 고등학생과 성인을 위한 지식 제공
브리태니커 키즈 : 초중등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및 영어학습 서비스 제공

library.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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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Learning
BEN & BELLA

Print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백과

벤앤벨라

BRITANNICA ILLUSTRATED SCIENCE LIBRARY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춘 언어 몰입교육 프로그램!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하는 어린이 맞춤 영어교재로써 다양한 학습 코너를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을 유도하고 즐거운 영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16개 주제별 약 600여 개 과학 개념 설명
미국 과학교과서와 관련된 동물, 우주,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
●

●

대상 : 4세 이상
상품 구성 : 총 6시리즈 / 18 에피소드 구성
시리즈 별 구성 : DVD 3장, 액티비티북 3권, 스토리북 3권,
가이드북 3권, 진도표 및 스티커
시리즈 별 정가 : 69,000원

1만 6천여 개에 달하는 3D 일러스트와 사진
국배판 변형(250X320)의 큰 판형에 정교한 3D 일러스트의 이미지를 통해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생생한 효과와 함께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
●
●

benandbella.co.kr

구성 : 총 16권/ 양장제본
정가 : 330,000원
한글판

BEN & BELLA PLAY FUN
벤앤벨라 플레이펀
영어, 놀이가 되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영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놀이연극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미니퍼핏과 함께 하는 놀이 연극
●
●
●

●

대상 : 4세 이상
상품구성 : 총 3 레벨/ 6 에피소드 구성
에피소드별 구성 : 스토리북 1권, 학부모 가이드 1권, 애니메이션 DVD 1장,
CD 1장, 배경판 1장, 스티커 1장, 미니퍼핏 4개
에피소드 별 정가 : 각 22,000원 / 전 시리즈 132,000원

레벨

1

(4세)

레벨

2

(5세)

1-1
1-2

2-1
2-2

At the Beach
뜨거운 여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아요.

The Picnic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소풍을 갔는데 훼방꾼이 있네요.

Going Camping
즐거운 캠핑! 텐트에서 자는 것이 무섭지 않을까요?

The Bus Ride
재미있는 버스 타기! 버스를 탈 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
BRITANNICA KIDS LIBRARY
세상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열린 도서관!
우주, 과학, 발명, 지리, 음악, 예술, 인체, 공룡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10개 영역을 흥미와 지식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담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식의 확장!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는 한가지 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관 항목을 제시합니다.
또한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에서 뽑은 주요 내용이
추가 배경지식으로 제공됩니다.
●
●

레벨

3

(6세)

8

3-1
3-2

The Apple Tree

●

구성 : 총 32권/ 양장제본
정가 : 350,000원
한글판

빨간 사과는 맛있어 보이지만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일까요?

Ben the Clown
환상적인 서커스! 하지만 어릿광대가 슬퍼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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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TON’S BY BRITANNICA

BRITANNICA DISCOVER AMERICA

캄튼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디스커버 아메리카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가정교사인 <캄튼 백과사전>은
일반 백과사전에 비해 많은 사진과 삽화가 수록된
그림 백과사전으로 유명합니다.
문화와 사회, 역사, 과학 등 전 분야의 개념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지식탐구와 영어학습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미국 50개 주의 사진자료와 각 주의 생활, 지리, 문화, 산업,
출신인물 등에 대한 다양하고 디테일한 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미국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폭넓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
●
●

구성 : 총 26권 / 양장제본
정가 : 990,000원
영어판

BRITANNICA STUDENTS ENCYCLOPEDIA

●

MY FIRST BRITANNICA

브리태니커 학생 백과사전

마이 퍼스트 브리태니커

미국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지리, 인물, 과학, 사회, 스포츠, 예술 등
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학생백과사전으로 숙제 및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2,300여 개의 흥미로운 항목들을 비롯해 3,300여 개 사진, 삽화, 도표와 그래프,
1,200여 개의 전 세계 지도 및 국기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주제들을 12가지로 묶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지리,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500여 항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 교양백과입니다.
●

●
●
●

구성 : 총 16권 / 양장제본
정가 : 458,000원
영어판

BRITANNICA ILLUSTRATED SCIENCE LIBRARY

●
●

구성 : 총 13권
정가 : 290,000원
영어판
미국의 일선 교사들이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TEACHERS’ CHOICE AWARD
학습도서부문 수상도서

BRITANNICA DISCOVERY LIBRARY

브리태니커 일러스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브리태니커 디스커버리 라이브러리

미국의 과학교과서와 연관된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의
주제로 나누어졌으며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과학책입니다.
15개 주제별 개요와 1,000여 개의 섬세하고 수준 높은 그래픽 이미지,
자세한 설명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영어의 운율을 살린 서술과 대화식 문장구성으로
영어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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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총 51권
정가 : 590,000원
영어판

구성 : 총 18권 / 양장제본
정가 : 420,000원
영어판

BRITANNICA CATALOGUE

●
●
●

구성 : 본책 12권, 가이드북 1권, 오디오 CD 12장
정가 : 185,000원
영어판

BRITANNICA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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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BRITANNICA CONCISE ENCYCLOPEDIA
브리태니커 콘사이스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전 32권)의 주요 항목을 축약한
2만 8,000여 항목과 2,000여 점의 사진, 삽화, 지도가
한 권에 담겨 있는 콘사이스 백과사전입니다.

CD/DVD
BRITANNICA ENCYCLOPÆDIA CD IX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IX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한글판) 전 27권 전문이 담긴 디지털 백과사전입니다.
●
●

●
●

정가 : 110,000원
영어판

●
●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

유용한 세계 정보 세계 지리, 통계, 연표, 인물, 최신 용어 사전 및 어학사전
테마 학습 공룡 박물관, 노벨상, 세계의 생태계, 테마 갤러리 등 특집 수록
DVD를 PC에 설치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도 정보검색
정가 : 149,000원
한글판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전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17개의 주제를
분류하여 20,000여 개의 단어와 그 단어들의 정의를
6,000개 컬러삽화와 함께 구성해 제공하는
한 권짜리 그림 영어백과입니다.
●
●

정가 : 65,000원
영어판

ENCYCLOPÆDIA BRITANNICA DVD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DVD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영어판) 전 32권 전문이 담긴 디지털 백과사전입니다.
●
●
●

BRITANNICA WORLD ATLAS
브리태니커 월드 아틀라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 제작사인 바솔로뮤사가
제작한 세계지도로 모든 대륙의 위성 사진부터
세계 대도시들의 세부 구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
●

정가 : 165,000원
영어판

MERRIAM WEBSTER’S PRIMARY DICTIONARY
메리엄 웹스터 프라이머리 딕셔너리

●
●

지식의 세계표준으로 일컫는 가장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
세계적인 석학들의 집필, 편집자들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구성한 깊고 넓은 지식
DVD를 PC에 설치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도 정보검색
정가 : 135,000원
영어판

BRITANNICA PANSORI CD
브리태니커 판소리 다섯마당 CD 전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인 조상현 씨와 한애순 씨 등 살아있는 판소리의 원로 두 분과
박봉술, 정권진, 김명환 등 지금은 고인이 된 당대 최고의 명창과 고수에 의해 완창된 전통의 소리를 CD에 담았습니다.
●
●
●

상품 구성 : 적벽가, 수궁가,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단가 CD 총 23장, 국,영문 사설집 6권
정가 : 345,000원
한글판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 맞춤 영어 사전으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Ruth Heller의 그림과 함께
이야기, 시, 수수께기 등을 단어와 함께 제시하여
아이들이 단어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영어 그림 사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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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24,000원
영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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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LICENSING

브리태니커 전 상품 안내
Titles

대상

가격 / 원

언어

Britannica School

사용자 수 기준

영어

Image Quest

사용자 수 기준

영어

Pathways: Science

사용자 수 기준

영어

Britannica Online Academic Edition

사용자 수 기준

영/한

Britannica Online Library Edition

사용자 수 기준

영어

권 별 기준

영/한

Ben&Bella

69,000/시리즈

영어

6p 참조

Ben&Bella Play Fun

22,000/시리즈

영어

6p 참조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백과

330,000

한글

16권

Britannica Illustrated Science Library

420,000

영어

18권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

350,000

한글

32권

Compton’s by Britannica

990,000

영어

26권

Britannica Student Encyclopedia

458,000

영어

16권

Britannica Discover America

590,000

영어

51권

My First Britannica

290,000

영어

13권

Britannica Discovery Library

185,000

영어

12권, 12CDs

Britannica Concise Encyclopedia

110,000

영어

1권

65,000

영어

1권

Britannica World Atlas

165,000

영어

1권

MW Primary dictionary

24,000

영어

1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IX

149,000

한글

7CDs

Encyclopædia Britannica DVD

135,000

영어

1DVD

브리태니커 판소리 다섯마당 CD 전집

345,000

한글

23CDs, 6사설집

‘지식의 세계표준’으로 일컫는 브리태니커의 검증된 지식과 정보를 브리태니커의 규정을 바탕으로 상호 목적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

초

중

고

대

성인

구성

Online
●

영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포루투갈어 등의 다국어 버전 콘텐츠 활용 가능

●

브리태니커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는 물론 앱, 전자사전,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

●

다양한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프로그램, 학습용 교재 등 이용 목적에 맞게 재가공

E-book

English Learning

Print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CD /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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