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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6년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1, Step 2     

박정구, 백은희 저 | 4×6배판 | 교재 224면, 워크북 80면 내외 

각 권 13,800원(교재+워크북+오디오 CD 2장), MP3 무료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발음과 기초 회화 습득을 목표로 한

다.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집중 훈련할 수 있는 본문과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리얼 중국어 1    

박찬욱 저 | 4×6배판 | 교재 184면, 워크북 40면 

13,500원(교재+워크북+MP3 CD 1장), MP3 무료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가 발음·간체자·기본 문장 구조 등 중국어의 기초를 

다지고, 주제별 필수 단어와 생생한 표현을 관련 어법 지식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듣기·쓰기·말하기 기능을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워크북을 통해 충분한 복습을 

유도한다.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리얼 중국어 2

2016년 내에 출간됩니다.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시리즈

생생한 현지 회화로 재미있게 배우는 리얼 중국어 시리즈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시리즈는 다년간 중국어 교재를 연구· 개발해 온 다락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어 완성 프로그램이

다. 오랫동안 중국어 교수법을 연구하면서 중국어 교육에 열정을 쏟아온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공동 기획, 집필된 이 시리

즈는 Step1을 시작으로 총 6단계 시리즈가 발간되었다.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리얼 중국어 시리즈는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어 초급자라도 일상적

이고 쉬운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리얼함은 최대한 살리되 발음·간체자·단어·어법·문화 등 기초는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말하기는 물론 듣기·쓰기 능력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회화 교재이다.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3, Step 4     

박정구, 백은희, 마원나 저 | 4×6배판 | 교재 224면, 워크북 80면 내외

각 권 13,800원(교재+워크북+오디오 CD 2장), MP3 무료

Step1, Step2에서 배운 기초 회화 표현과 어법 지식을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및 교체 연습과 단문 독해 연습을 통해,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수준에서 좀 더 긴 문장

을 말하는 훈련을 한다.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5, Step 6     

박정구, 백은희, 마원나 저 | 4×6배판 | 교재 184면, 워크북 60면

각 권 13,800원(교재+워크북+오디오 CD 2장), MP3 무료

고급 수준의 중국어 회화 표현과 어법 심화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고급 문장

을 읽고 이해하고 이에 대해 중국어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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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회화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1    

郑云哲 저 | 4×6배판 | 176면 | 13,500원 (교재+MP3 CD 1장), MP3 무료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 중국어 학습의 

첫걸음을 떼고 회화 실력의 기초를 쌓는 단계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2    

郑云哲 저 | 4×6배판 | 160면 | 13,500원 (교재+MP3 CD 1장), MP3 무료

중국어의 기초를 쌓은 학습자들이 보다 풍부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습

득하며 회화 실력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단계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3    

郑云哲 저 | 4×6배판 | 168면 | 13,500원 (교재+MP3 CD 1장), MP3 무료

중급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는 교재로, 회화 실력은 물론 듣

기와 독해 실력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

초보자를 위한 속성 코스! 차이니즈 하이웨이 시리즈

차이니즈 하이웨이 시리즈는 체계적이고 쉽게 어순을 익히며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新HSK 기본기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한 회화 교재이다. 학습자는 6개월간 기초-초급-초중급 수준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락원 중국어회화 입문편    

宋乐永 외 저 | 4×6배판 | 136면 | 9,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발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기본 문형과 기초 회화를 배우는 단계

다락원 중국어회화 기초편    

宋乐永 외 저 | 4×6배판 | 144면 | 9,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기본 문형과 기초 회화를 동시에 배우는 표현 학습 중심의 초급 단계

다락원 중국어회화 초급편    

宋乐永 외 저 | 4×6배판 | 144면 | 9,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기초 문법을 토대로 본격적인 회화 실력을 키우는 단계

다락원 중국어회화 초급에서 중급으로   

宋乐永 외 저 | 4×6배판 | 136면 | 9,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장문의 문장을 읽고 말하는 훈련과 함께, 그동안 배운 문법과 회화 표현을 이용하여 일

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기능을 익히는 단계

다락원 중국어회화 시리즈

다락원 중국어회화 시리즈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찬한 교재로, 단기간에 자신 있게 중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입문편>, <기초편>,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의 4단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회화 프로그램으

로, 1개월에 한 권씩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좌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풍부한 연습 문제와 중국 문화 상식 

및 사진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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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동영상 온라인 강의

학습권 쿠폰 등록 후 수강 | 총 80차시 | 정명숙, 위하이펑(Yu Haifeng) 강의 

학습권 코드 등록 후 12개월 동안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모든 차시(80차시)를  

수강할 수 있음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上, 下

康玉华, 来思平 편저 | 최용철 편역·감수 | 4×6배판 | 권 224면, 권 224면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上 자습서, 下 자습서

康玉华, 来思平 편저 | 정명숙 해설·편역·감수 | 4×6배판 | 권 304면, 권 328면

프리미엄 패키지 구성품 정가

동영상 온라인 강의 80차시 220,000원

본서 上 (오디오 CD 3장 포함) 17,000원

본서 下 (오디오 CD 3장 포함) 17,000원

자습서 上 16,500원

자습서 下 16,500원

쓰기노트 5,000원

여행 중국어·비즈니스 중국어 10,000원

단어장 7,000원

패키지 모든 음원 MP3 CD 1장 3,000원

합계 312,000원

판매가 187,000원

※ 특판용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PREMIUM PACKAGE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프리미엄 패키지」는 동영상 강의 80차시, 본서 2권, 자습서 2권, 별

책 부록 3권, 음원 CD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학 최적화 패키지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301개의 

필수 문장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독학 최적화된 자습서를 제공한다. 또한 유명 강사의 동영상 온라인 강의

와 독학을 성공하도록 돕는 학습 진도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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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쓰기노트

100면 | 4×6배판 | 康玉华, 来思平 편저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여행 중국어·비즈니스 중국어

256면 | 114×168 | 합본 |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단어장

224면 | 114×168 |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오디오 CD 6장 + MP3 CD 1장

오디오 CD 6장에 본서 네이티브 음원 수록 

MP3 CD에 본서+여행 중국어·비즈니스 중국어+단어장 네이티브 음원 수록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동영상 온라인 강의 학습권 

학습권 코드를 http://www.301구.kr에 등록 후 수강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전면개정판 합본     康玉华, 来思平 편저 | 최용철 편역·감수 | 4×6배판 | 교재 384면, 별책부록 56면 

16,000원(교재+별책부록), 카세트테이프 6개 14,000원(별매), MP3 9,000원

전면개정판 권     康玉华, 来思平 편저 | 최용철 편역·감수 | 4×6배판 | 256면 

17,000원(교재+오디오 CD 3장), MP3 4,5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전면개정판 권    �康玉华, 来思平 편저 | 최용철 편역·감수 | 4×6배판 | 264면 

17,000원(교재+오디오 CD 3장), MP3 4,5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시리즈

북경어언대학 최고의 베스트 · 스테디셀러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원제: 汉语会话301句)』의 최신 개정판이다. 시

대에 뒤떨어지는 어휘와 표현을 현대 사회를 반영한 상황 회화와 어휘로 대폭 수정하고 학습의 단계화, 체계화를 위해 어법 

을 재구성하고, 발음 파트를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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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신공략 중국어 기초편 (총15과)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편역 | 원제: 汉语口语速成 入门篇(上) | 4×6배판 | 192면 

12,5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중국어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기초 표현과 본문 구성  

•기초 학습자를 위한 간체자 쓰기와 중국 문화 엿보기 코너 추가  

•단원 평가 문제, 중간 · 기말고사 문제 샘플, 강의 진도표 제공(교사용 지도서)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新 신공략 중국어 초급편 (총15과)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편역 | 원제: 汉语口语速成 入门篇(下) | 4×6배판 | 224면 

12,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초급 수준의 실용 회화로 구성된 본문 회화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 반영   

•기초 학습자를 위한 간체자 쓰기와 중국 문화 엿보기 코너 추가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上 (총13과)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편역 | 원제: 汉语口语速成 基础篇 | 4×6배판 | 200면 

11,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실생활과 밀접한 화제로 이루어진 초중급 수준의 본문 회화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표현 100% 반영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 한어병음 병기, 연습 문제 및 모범 답안 수록

新 신공략 중국어 시리즈

新 신공략 중국어 시리즈는 북경어언대학 최고의 대외한어 연구진이 집필한 『汉语口语速成』의 한국어판이다. 3~4개의 

중심 회화에 반복과 응용을 기본으로 한 본문 구성과 암기하지 않고 회화 연습을 통해 이해하는 문법이 담겨 있다. 또한 매 

과의 요점을 반복하여 체득시키는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新 신공략 중국어의 주요 본문 구성 

• 성모와 운모: 원어민의 발음으로 익히는 21개 성모와 31개 운모(기초편)

• 발음 설명 및 연습: 성모 · 운모 · 성조에 유의하여 발음을 반복적으로 학습(기초편)

• 단어 익히기: 원어민 발음으로 익히는 새로 나온 단어

• 회화 배우기: 각 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실용 회화

• 문법 다잡기: 회화를 익히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법 요소 및 그 예문(기초 · 초급편)

• 표현 다루기: 회화를 익히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요 표현 및 그 예문(실력향상 · 프리토킹편)

• 내공 쌓기: 각 과의 요점을 여러 형식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

• 간체자 쓰기: 번체자와 필순을 정확히 익히며 써 보는 간체자 쓰기 연습(기초 · 초급편)

• 중국문화 엿보기: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칼럼(기초 · 초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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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下 (총12과)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편역 | 원제: 汉语口语速成 基础篇 | 4×6배판 | 168면 

11,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실생활과 밀접한 화제로 이루어진 초중급 수준의 본문 회화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표현 100% 반영

 신공략 중국어 완성편 (총15과)    

马箭飞, 朱子仪, 郑蕊 저 | 원제: 汉语口语速成 高级篇 | 4×6배판 | 216면 

16,000원(교재+오디오 CD 3장), MP3 무료

•‘본문 - 새로 나온 단어 - 어휘 주석 - 문형 주석 - 연습 문제’의 과 구성  

•중국 문학, 성어, 인물 등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고급 대화법  

•중국인과의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중국식 화술까지 연습 

 新 신공략 중국어 고급편 (총14과)    

陈若君, 马箭飞, 毛悦 저 | 조동매 감수 | 원제: 汉语口语速成 中级篇 | 4×6배판 | 256면 

17,000원(교재+오디오 CD 3장), MP3 무료

•‘새 단어 - 본문 - 주석 - 연습 문제’의 과 구성  

•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논술법, 논리 구조를 이용한 응용 연습  

•심도 있는 내용의 고급 회화 가능

 新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 (총20과)      

马箭飞, 李小荣 저 | 박균우 편역·감수 | 원제: 汉语口语速成 提高篇 | 4×6배판 | 272면 

15,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 내용 구성  

•고급 표현을 위한 어휘 업그레이드와 연습 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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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진과 함께하는 중국어 완전독파 첫걸음  

박귀진 저 | 4×6배 변형판 | 권 184면, 권152면 

16,500원(교재+DVD 1장), MP3 무료

박귀진과 함께하는 중국어 완전독파 초급회화  

박귀진 저 | 4×6배 변형판 | 232면 

14,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박귀진과 함께하는 중국어 완전독파 현지회화  

박귀진 저 | 4×6배 변형판 | 256면 

14,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팅리에 강해지는 听和说(청화설) 上, 下   

白雪林 외 저 | 임대근 편역 | 4×6배판 | 권 180면, 권 196면 

13,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들으면서 말하기, 말하면서 듣기’의 과학적 교학 방법을 적용한 최고의 리스닝 교

재 (원제: 中级汉语听和说)

•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과 예시문 제시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1, 2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편찬 위원회 저 | 4×6배판 | ①권 192면, ②권 184면 

13,000원 (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 잡힌 커리큘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딱 맞춘 캠퍼스 회화

•실용 예문으로 활용도 100%의 어법 및 표현

•다양한 형태의 반복 학습으로 충실한 발음 연습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중국어 완전독파 시리즈

听和说(청화설) 시리즈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시리즈

중국어 완전독파 시리즈는 차이나로 중국어 학원 박귀진 원장과 다락원이 야심차게 내놓은 독학자를 위한 중국어 학습서

이다. 첫걸음-초급회화-현지회화의 3단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형태의 반복 훈련과 저자의 오디오 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현지 회화까지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국어로 가는 길  
중국어 路(로) 上, 下   

赵金铭, 苏英霞, 胡孝斌 저 | 김현철 편역 | 4×6배판 | 권 256면, 권 240면 

13,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 북경어언대학 최신 중국어 회화 교재(원제: 路 - 外国人汉语会话课本)

• 문형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

•체계적인 어법 설명과 실용적인 예문 제공

중국어 路(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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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FLEX, 新HSK, OPIc, 각종 면접 준비를 위한

중국어 스피킹   

쑨루이차오 저 | 4×6배판 | 264면 | 16,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최신 화제, 오늘의 뜨거운 이슈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고급 중국어 회화 교재

• 대입 수시 중국어 특기자 전형, FLEX, 新HSK, OPIc 등 각종 면접·구술시험 대비 가능

• 한류, 한국의 교육 문제, 청년 실업, 인터넷 실명제와 SNS, 한중 갈등, 한국의 FTA 등 각종 면접·구술시

험에 자주 출제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관심 있어 하는 20개의 최신 화제 수록

• 본문 해석, 마인드맵 예시, 각종 면접 빈출 질문 등 알짜배기 권말 부록 수록

스피킹 교재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1, 2    

王淑红, 么书君 편저 | 우정하, 류성준, 구양근, 유응구 번역 | 4×6배판 

①권 144면, ②권 136면 | 12,000원(교재 +MP3 CD 1장), MP3 무료

•  초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한어병음 연습부터 시작하는 쉬운 중국어 말하기

•  ‘말하기 훈련 → 필수 표현 → 말하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말하기 실력

• 실생활 활용도 100%의 회화문 반복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발전 한어 말하기 중급 1, 2   

王淑红, 么书君 편저 | ①권 강희명 번역, ②권 肖颖 번역 | 4×6배판

①권 216면, ②권 208면 | 14,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중급 학습자가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문을 학습하면서 대화 속 활용도 높은 

표현과 문형을 익히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

•  ‘말하기 훈련 → 필수 표현 → 말하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말하기 실력 

•  실생활 활용도 100%의 회화문 반복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발전 한어 말하기 시리즈

  생각대로 표현하는 

新 说汉语(신 설한어) 上, 下    

吴叔平 저 | 김상원 편역 l 4×6배판 l 권 184면, 권 152면 

12,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북경어언대학에서 출간된 스테디셀러 『说汉语』의 최신 개정판

•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대화 형식의 본문과 주요 문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 다양한 예문 제시

新 说汉语(신 설한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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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한어 듣기 시리즈

 听听(팅팅) 중국어 기초편, 초급편    

기초편    李铭起 저 | 김금남 편역 | 4×6배판 | 120면 | 14,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초급편    李铭起 저 | 김금남 편역 | 4×6배판 | 220면 | 15,000원(교재+오디오 CD 3장), MP3 무료

• 성모, 운모, 성조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북경어언대학의 최신 중국어 리스닝 전

문 교재

• 기초편에는 <Warming up 발음 테스트>를 두어 발음에 대한 기초를 쌓은 후 리스

닝을 시작하게 함

•新HSK 듣기 영역 대비 능력 강화

听听(팅팅) 중국어 시리즈

 발전 한어 듣기 초급 1, 2    

么书君 편저 | 강희명 번역 | 4×6배판 | ①권 240면, ②권 232면 

15,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초급 수준에 맞춰 한어병음 연습부터 시작하는 쉬운 듣기 훈련

• ‘발음 연습 → 듣기 워밍업 → 듣기 훈련’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듣기 실력

•흥미를 유발하는 다채롭고 풍부한 시각 자료로 듣기 감각 향상

• 실생활 활용도 100%의 회화문 반복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까지 제고

 발전 한어 듣기 중급 1, 2   

张风格 편저 | 강희명 번역 | 4×6배판 | ①권 184면, ②권 184면 

13,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듣기 워밍업→듣기 훈련Ⅰ(대화)→듣기 훈련Ⅱ(단문)’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듣기 실력

•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사진 자료와 일러스트, 다채로운 연습으로 듣기 감각 향상

• 녹음 속 활용도 높은 표현과 문형을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까지 제고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편   

초급편    毛悦, 梁菲, 张美霞 저 | 4×6배판 | 192면 | 17,000원(교재+오디오 

CD 4장), MP3 무료

초급에서 중급으로    毛悦, 越秀娟, 周阅 저 | 변형우 편역 | 4×6배판 

208면 | 15,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중급편    毛悦, 井梦然, 刘长征 저 | 변형우, 여승환 편역 | 4×6배판 | 168면 

15,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 북경어언대학의 단계별 리스닝 교재로, 일상생활부터 사교, 결

혼 문제, 뉴스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내용 제공

• 각 권 총 12~13과로, 매 과 ‘새로 나온 단어 - 주요 구문 - 확인

해 봅시다 - 리스닝 실전 - 연습 문제’로 구성

•생활 속의 대화는 물론 서술형 독백문, 생생한 실제 방송까지!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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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듣기·독해

발전 한어 읽기 · 쓰기 시리즈

중국어 쉬운 독해 1, 2   
朱勇 저 | 4×6배판 | 112면 | 10,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 본문 단어와 글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해를 돕는 유쾌한 그림 삽입

• 풍부한 교학 경험 및 조사를 근거로 각 분야 재미로 가득한 글들로 엄선

• 중국에서의 학습, 생활, 여행, 업무 등에 길잡이가 될 실용도 만점의 본문

• 바른 읽기와 정확한 듣기를 도와주는 원어민 녹음 오디오 CD 제공

중국어 쉬운 독해 시리즈�

 발전 한어 읽기 · 쓰기 초급 1, 2  

李泉, 王淑红, 么书君 편저 | 주재진 번역 | 4×6배판 | ①권 120면, ②권 128면 

10,000원, MP3 무료

• 초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짧은 문장 읽기와 한자 쓰기로 시작하는 쉬운 읽기 · 쓰기 

훈련

• ‘읽기 훈련 → 쓰기 훈련 → 읽기 · 쓰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읽기·쓰기 실력

•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각 자료로 실생활 밀착 단어 및 표현 습득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발전 한어 읽기 · 쓰기 중급  

李泉, 王淑红, 么书君 편저 | 주재진 번역 | 4×6배판 | 136면 | 10,000원, MP3 무료

• 핵심 단어와 기본 문형을 익히고,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훈련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읽기 훈련→쓰기 훈련→읽기 · 쓰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읽기 · 쓰기 실력

  신공략 중국어 독해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편  

초급편   朱子仪, 郑蕊 저 | 4×6배판 | 176면 | 10,000원, MP3 무료 

초급에서 중급으로   郑蕊 저 | 변형우 편역 | 4×6배판 | 208면 | 10,000원, 

MP3 무료

중급편   郑蕊 저 | 변형우, 여승환 편역 | 4×6배판 | 208면 | 10,000원, 

MP3 무료

• 북경어언대학의 단계별 독해 교재(원제: 汉语阅读速成)로, 각종 

기사, 수필, 영화 등 다양한 형식의 제재를 다룬 본문 제공

• 각 권 총 12과로 매 과마다 정독 part와 속독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지문 독해 시간과 문제 풀이 시간을 명기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 방법 제시

•新HSK 독해 영역 완벽 대비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초급편)

신공략 중국어 독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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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중국어 어법 201

彭小川, 李守纪, 王红 저 | 강춘화, 박영순, 서희명 번역 | 4×6배판 | 384면 | 14,000원 

•의미나 쓰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어법 궁금증 완전 해결

• 도표와 그림을 이용한 상세한 비교, 풍부한 예문을 통해 올바른 쓰임을 알려 주는 똑똑한 어법서 

(원제: 对外汉语教学语法释疑201例 - 商务印书馆 刊)

중국어 필수문형 235

채영순 저 | 4×6배 변형판 | 320면 | 12,000원

• 235개 필수 사용 구문의 쓰임을 다양한 예문과 작문 연습, 독해 연습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여 중국어  

어법과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교재

• 작문 실력을 높여주는 문형 교재

초급자를 위한 중국어 독해 체험   

傅遥, 张莉 편저 | 국판 | 208면 | 10,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 중국어 어휘 1,700개 수준의 난이도

• 독해 포인트와 연습 문제를 통해 독해 실력 한 단계 제고

중국어 쉬운 문법  

김종호, 강희명 저 | 4×6배판 | 224면 | 13,000원 

•초급부터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기본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문법 사항을 체계적이고 쉽게 정리

•지루하고 어려운 문법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문법 기본기 다지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도표로 문법의 전체적인 틀을 한눈에 이해

•다양한 문제로 문법 실력과 함께 다방면의 중국어 실력까지 향상

NEW 빠오칸(报刊) 시사중국어    

강춘화, 서희명, 윤옥 저 | 4×6배판 | 200면 | 14,000원(교재+오디오 CD２장), MP3 무료

• <人民网>, <新华网> 등에 수록된 다양한 분야의 핫이슈 기사를 총 12과로 구성

• 각 과마다 본문과 관련된 신조어를 정리하여 보다 쉽게 중문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상세한 문법 설명과 다양한 연습 문제로 新HSK 독해 영역 대비

박샘의 친절한 중문법    

박정구 저 | 4×6배 변형판 | 232면 | 13,500원(교재+저자 직강 오디오 CD 2장), MP3 무료

•궁금증을 척척 풀어 주는 왕초보 Q&A

•박샘과 원어민 강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강의

•사전 없이도 술술 읽히는 한어병음 병기 예문

• 쉽게쉽게 이해시키는 아이디어 톡톡 삽화와 중국어 내공을 착착 쌓아주는 실전 연습 문제

독해 교재

문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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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독해·문법·작문·번역·통역

중국어 쉬운 작문 1

陈作宏, 邓秀均 저 | 4×6배판 | 152면 | 10,000원 

•‘단어 알기 → 문장 쓰기 → 단문 쓰기’ 순으로 쉽게쉽게, 차근차근 연습

•흥미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 쑥쑥

• 기초·초급 학습자가 수준에 맞게 각각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학적 작문책

•여러 가지 학습적 장치를 통해 쓰기는 물론, 말하기·읽기·듣기 능력까지 향상

중국어 쉬운 작문 2

陈作宏, 张璟, 邓秀均  저 | 4×6배판 | 224면 | 11,000원 

•‘단어 알기 → 문장 쓰기 → 단문 쓰기’ 순으로 쉽게쉽게, 차근차근 연습

•흥미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 쑥쑥

• 초급·초중급 학습자가 수준에 맞게 각각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학적 작문책

•여러 가지 학습적 장치를 통해 쓰기는 물론, 말하기·읽기·듣기 능력까지 향상

중국어 쉬운 작문 시리즈 

전공자를 위한 중국어 통역 · 번역 기본편    

강수정 저 | 4×6배판 | 216면 | 15,000원 (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구문 연습 → 단문 연습 → 실전 연습’ 단계별 연습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

• 국제회의, 국빈 방문 등 다양한 상황의 현장감 있는 시나리오로 통역·번역 감각 향상

•권말 부록에 통역·번역 기본 단계에서 알아야 할 12가지 주제별 주요 단어 제공

•한국인·중국인 원어민의 녹음 파일로 수준 있는 실전 훈련 가능

중국어 번역 급소 찌르기

백수진 저 | 4×6배판 | 232면 | 9,000원 

• 중국어 통·번역대학원생, 예비 번역가와 중국어 번역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을 위한 번역 이론 및 응용서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우리말 바로 쓰기 제공

• 해석과 번역의 차이, 오역문을 바로 잡는 방법 등 제시

번역 · 통역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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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 VOCA 礼物(리우)  

리우, 한난희 저 | 국판 | 648면 | 17,500원, MP3 무료

• 新HSK 3급~6급 대비 단어 학습, 40일간 600자면 OK 

• 하나의 글자로 열 개의 단어를 알게 되는 신개념 ‘자(字) 학습법’ 도입 

• 新HSK 최신 출제 경향, 유의어 비교 등 단어의 모든 것, 大공개 

• 무조건적인 암기 NO, 이해하는 단어 학습 추구 

• 복습 효과 높은 확인 문제 수록

나의 하루가 몽땅 들어 있는 중국어 보카 25시   

本間 史 저 | 김준헌 편역 | 국판 변형 | 336면 | 13,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하루의 시작에 해당하는 제1장의 ‘기상 · 침실’에서부터, 하루 일과의 끝에 해당하는 제6장의 ‘목욕 · 취

침’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개의 상황에서 쓰이는 약 3,000개의 단어 수록

•매 단원마다 주요 단어들을 이용한 응용 예문을 제공함으로써 회화 연습까지 OK

•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체크할 수 있는 연습 문제부터 중국어를 공부하는 비법 설명까지 제공

•톡톡 튀는 삽화들과 함께 더욱 쉽고 빠르게 암기 가능

HSK에 힘이 되는 중국어 필수 Voca    

김현철, 유성은, 김은희 저 | 4×6판 | 680면 | 16,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품사별 · 주제별 · 한어병음 순으로 정리한 사전식 단어장

•다양한 예문 및 사진 자료와 함께 단계별 학습 용이

•약 3,000개의 단어와 예문 수록

어휘 교재

Biz 중국어회화 첫걸음     

塚本慶一, 高田裕子 저 | 4×6배 변형판 | 148면 | 12,5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비즈니스맨을 위한 중국어 첫걸음 

• 중국어 발음과 기본 회화 표현을 학습한 초급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맨으로서 꼭 익혀야 하는 문형·문

장·단어·관용구 등을 엄선

•중국 체류 중 필요한 서바이벌 중국어 수록

비즈니스 중국어 표현사전    

홍주영 저 l 4×6배 변형판 l 240면 l 14,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비즈니스 필수 표현 및 구문을 엄선하여 13개 테마로 정리

•방대한 중국 비즈니스 용어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

•한국어·중국어를 동시 녹음한 MP3 파일 제공

비즈니스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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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어휘·비즈니스·문화·여행·관광

OK! 비즈니스 중국어 (최신개정판)    

关道雄 저 | 박균우 편역·감수 | 4×6배판 | 292면 | 14,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연습 문제가 대폭 보강된 북경대학출판사 『基础实用商务汉语(修订本)』의 한국어판 

•중국인과의 비즈니스에 자주 사용되는 필수 구문·회화 수록

•각종 비즈니스 실무 서식과 경제·무역 용어, 중국 비즈니스 관련 사이트 목록 제공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王晓钧, 张旺熹, 孙德金 저 | 나민구 편역 | 4×6배판 | 288면 

13,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북경어언대학에서 출간된 『基础商务汉语: 会话与应用』의 한국어판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초 비즈니스 회화로 구성

•비즈니스 실무 용어와 중국과의 비즈니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전 대비서  

OK! 중국어 비즈니스 실무문서   

八角高茂, 李平 저 | 이정식 번역 | 4×6배 변형판 | 256면 | 14,500원(교재+CD-ROM 1장)

• 감사장, 축하장, 조문, 견적서, 계약서, 독촉장, 기획서 등 업무와 직결되는 각종 문서 총망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출력 가능한 본문 문서가 담긴 CD-ROM 제공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교재 편저 위원회 저 | 노승숙, 왕춘역 번역 | 4×6배판 | 136면 

12,000원(교재+회화 포켓북+MP3 CD 1장), MP3 무료

• 중국 출장 스케줄에 맞춘 실용성 높은 표현들로 구성

• 입문 학습자를 위해 모든 문장과 단어에 한어병음 및 영문 병기

• 똑똑한 對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상식 수록

•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회화 포켓북 

중국어, 드라마를 만나다 1    

刘月华, 刘宪民, 李金玉 저 | 안성재, 전병석 편역 | 4×6배판 | 188면 | 15,000원 (교재+DVD 1장+ MP3 CD 1장), MP3 무료

• 중국 현지에서 제작 · 방영된 흥미 만점 드라마 「咱老百姓」으로 배우는 생동감 넘치는 중국어 

•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구어 표현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시청각 교재 

(원제: 走进中国百姓生活)

• 드라마 영상이 담긴 DVD와 드라마 음성이 그대로 담긴 MP3 CD 제공 

문화 · 여행 · 관광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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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중국어 마스터 기본편   

박재승 저 | 4×6배판 | 13,000원(교재+미니 표현집), MP3 무료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주제별 다양한 회화 표현 수록

•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중국 문화 이야기 수록

•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표현들을 추가로 정리한 미니 표현집 제공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중국어로 전하는 한국 이야기 한국通 중국어   
임대근 저 | 4×6배판 | 200면 | 13,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한국에 관심 있는 모든 중국인과의 다채로운 대화를 위한 중급 중국어 교재

• 한국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 역사 · 문화 · 지리 등에 대한 상식 수록

• 한류 드라마 · 영화, 한식명 등 주제별 한국 관련 단어를 권말 부록으로 제공

•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시험 대비 교재로 활용 가능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 新문화 중국어    

刘德联, 宋海燕, 张丽 저 | 김효민, 고점복 편역 | 4×6배판 | 192면 

13,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 블랙 푸드, 아이돌(idol) 숭배, 별자리 · 혈액형, 바(bar) 문화 등 중국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

의 회화와 독해로 배우는 문화 중국어 교재(원제: 时尚汉语)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생생한 단어 학습 및 다양한 표현 익히기 

•실력을 점검하는 연습 문제와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읽어 보는 유머 중국어 

회화도 정보도 든든 여행중국어   

이강인, 양희석, 원호영 저 | 4×6판 | 272면 | 8,000원, MP3 무료

• 중국의 최신 경향을 살필 수 있는 중국 정보를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

• 눈에 쏙 들어오는 중국 5개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부록으로 수록 

•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급할 때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인덱스 스티커 제공

관광중국어 마스터 시리즈

관광중국어 마스터 공항종사자 면세점종사자편

2016년 내에 출간됩니다.

관광중국어 마스터 호텔종사자 관광가이드편
2016년 내에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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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문화·여행·관광·첫걸음·펜맨십

다락원 관광중국어 시리즈

엽기강사 이승해의 커이커이 중국어 첫걸음     

이승해 저 | 4×6배판 | 본책 208면, 부록 144면 | 12,000원(교재+중국어 연상 Voca+MP3 CD 1장), MP3 무료 

•엽기강사 이승해 선생님이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 대공개

•하루 한 장, 일주일에 한 과씩 커이커이 프로그램으로 3개월이면 중국어가 술술

• 책 속 부록 「이승해가 추천하는 중국 여행지 BEST 20」, 별책 부록 「왕초보를 위한 중국어 연상 Voca」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이경하, 위펑 저 | 4×6배판 | 본책 272면, 쓰기 노트 48면, 미니북 84면 

15,000원(교재+쓰기 노트+미니북+DVD 1장) | MP3 무료

•쉽고 친절한 본책으로 기초를 튼튼히 쌓기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로 잘 이해하기

•쓰기 노트로 간체자 쓰기 연습

•미니북으로 가볍게 구문 반복 연습

일석삼조 중국어 펜맨십

이곤수 저 | 4×6배판 | 144면 | 6,500원

•중국어 입문자들의 필수 지침서

• 반드시 익혀야 하는 간체자와 상용 번체자를 한어병음·우리말 독음과 함께 쉽게 정리

중국인이 매일 쓰는 중국어 간체자 668  

홍상욱 저 | 4×6배판 | 184면 | 8,000원

•중국인이 매일 쓰는 668개 간체자를 재미있게 읽고, 보고, 즐기는 펜맨십 교재

•중국어 문장의 80%를 차지하는 상용 한자부터 우선 순위 정리

•간체자의 쓰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지 사진 자료 함께 제공

다락원 중국어 첫걸음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편저 | 정명숙 감수 | 4×6배판 | 208면 

14,500원(교재+DVD 1장+간체자 쓰기 노트+여행 중국어), MP3 무료 

•왕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표현과 핵심 어법 정리

•발음, 단어, 듣기, 쓰기를 모두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실력 테스트 

•동영상 강의, 오디오 강의, 해설식으로 녹음된 MP3까지 모두 들어있는 DVD 제공

•간체자 쓰기 노트, 여행 중국어 별책 부록으로 제공

독학용 첫걸음 · 펜맨십 교재

대학전공자 · 호텔종사자 · 관광가이드를 위한  

다락원 관광중국어   

입문편  김종미, 주성일, 김은주 저 | 4×6배판 | 200면 

12,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초급편  주성일, 김종미, 김은주 저 | 4×6배판 | 216면 

13,5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실전편 ①  김종미, 주성일, 김은주 저 | 4×6배판 | 160면  

13,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 관광객의 여정에 따른 생생한 본문으로 배우는 회화 

• 관광중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필진의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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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저 | 4×6배판 | 336면 | 16,500원

•실용성과 학술성을 겸비한 현실감 있는 중국문화 해설서

• 방대한 시각 자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글과 감각적인 구성을 통해 중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공상철, 권석환, 이경원, 이창호, 정진강 저 | 신국판 | 308면 | 13,000원

• 중국의 문자·언어·예술·문학 그리고 현대 중국의 대중문화까지, 5천년 역사 속에 자리잡아 온 중국문

화 총망라

 현대 중국어 개론

陈阿宝, 吴中伟 저 | 김난미, 김정은 편역 | 신국판 | 336면 | 13,000원

• 중국어를 배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어학개론서 (원제: 现代汉语概论)

• 음성, 한자, 어휘, 문법, 수사 등 총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기 쉬운 설명과 풍부한 예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그림 및 도표 수록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이수웅 저 | 4×6배 변형판 | 440면 | 15,000원

• 중국의 각 조대별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전한 중국 문학을 소개한 책

• 각 작품이나 작가, 역사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예술 작품을 함께 수록

중국 고전산문 選讀 (개정판)

최봉원 저 | 4×6배판 | 440면 | 15,500원

• 사마천, 도연명, 소식 등 당대 최고 산문가들의 명문장을 소개

• 각 문장에 대한 중국어 발음 및 해석과 주석을 담아 강의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습 가능 

문화 · 문학 · 어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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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문화·문학·어학·新HSK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     

남미숙 저 | 4×6배판 | 본책 288면, 해설서 168면, 단어장 88면

25,000원(본책+해설서+필수 어휘 600 단어장+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4급     

남미숙 저 | 4×6배판 | 본책 328면, 해설서 240면, 단어장 88면

25,000원(본책+해설서+필수 어휘 1200 단어장+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5급     

남미숙 저 | 4×6배판 | 본책 360면, 해설서 280면, 단어장 128면

27,000원(본책+해설서+필수 어휘 2500 단어장+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6급     

남미숙 저 | 4×6배판 | 본책 312면, 해설서 360면, 단어장 128면

28,000원(본책+해설서+필수 어휘 2500 단어장+MP3 CD 1장), MP3 무료

40

A A~E 중 여자네 어머니의 요리 솜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녀의 대화에 어울리는 사진은 A이다. 정답&풀이

내공 쌓기

녹음이 나오기 전, 보기에 제시된 사진 속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녹음에 등장할 것 같은 관련 어휘들을 떠올려 사진 옆에 

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는 가족이나 집안의 물건, 집안일을 화제로 한 대화에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1.  가족 구성원   Track 045

상황 관찰

인물  爸爸 bàba 1 아빠 | 妈妈 mãma 1 엄마 | 哥哥 gçge 1 형, 오빠 | 弟弟 dìdi 1 남동생 | 妹妹 mèimei 1 여동생

행동 拍照 pãizhào 2 (어떤 이미지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다, 촬영하다 | 出去玩儿 chñ qù wánr 나가 놀다

장소 公园 gõngyuán 1 공원 | 广场 guângchâng 1 광장

시점  周末 zhõumò 1 주말 | 上午 shàngwû 1 오전 | 中午 zhõngwû 1 정오 | 下午 xiàwû 1 오후 | 早上 zâoshang 1 아침 | 

白天 báitiãn 1 낮 | 星期天 xångqåtiãn 1 일요일 

연상 어휘

看 kàn 2 보다 | 照片 zhàopiàn 1 사진 | 照相机 zhàoxiàngjå 1 사진기 | 儿子 érzi 1 아들 | 女儿 nÚ8ér 1 딸 | 孩子 háizi 1 아이, 

자녀 | 爷爷 yéye 1 할아버지 | 奶奶 nâinai 1 할머니 | 姐姐 jiêjie 1 언니, 누나

STEP 2

妈妈 mãma 1 엄마 | 做 zuò 2 (음식을) 만들다, 요리하다 | 菜 cài 1 요리, 음식 | 得 de 5 ‘동사/형용사+得+보어’의 형식으로 쓰여 

결과나 정도를 표시하는 보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 | 真 zhçn 3 정말, 참으로 | 喜欢 xîhuan 2 좋아하다, 즐기다 | 每天 mêitiãn 3 매일 

| 早上 zâoshang 1 (비교적 이른) 아침 | 都 dõu 3 모두, 다, 전부[일반적으로 총괄하는 내용 앞에 쓰임] | 去 qù 2 가다 | 市场 shìchâng 

1 시장 | 买 mâi 2 (돈을 주고 물건을) 사다

男：你妈妈做菜做得真好！

女： 我妈妈很喜欢做菜，每天早上都去市场

买菜。

남: 너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신다!

여:  우리 엄마는 요리하는 걸 매우 좋아하셔서 매일 아

침 시장에 장 보러 가셔.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는 40일 완성 프로그램으로 듣기·독해·쓰기 영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급수별 종합서이다. 매회 시험에 대한 경향 분석을 토대로 한 꼼꼼한 유형 설명, 효과적인 실전 연습,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또한 실제 시험의 절반 분량인 Mini 모의고사 2회분을 학습 중간에, 그리고 학습이 끝난 

뒤에 제공하여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6 중국어출판부 도서목록_내지.indd   19 2016-02-03   오후 1:37:12



20  2016년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新HSK 급소공략 시리즈

新HSK 급소공략 4급 듣기, 독해, 쓰기   

듣기  김종섭 저 | 4×6배판 | 본책 152면, 해설서 120면 

16,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독해 박은정 저 | 4×6배판 | 본책 152면, 해설서 120면 | 14,000원 

쓰기 양영호 저 | 4×6배판 | 본책 128면, 해설서 88면 | 14,000원

新HSK 급소공략 5급 듣기, 독해, 쓰기   

듣기  황지영 저 | 4×6배판 | 본책 176면, 해설서 144면 

18,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독해 양주희 저 | 4×6배판 | 본책 184면, 해설서 144면 | 15,000원

쓰기  유태경, 팡홍메이, 이샤오샹 저 | 4×6배판 

본책 176면, 해설서 128면 | 15,000원

新HSK 급소공략 6급 듣기, 독해, 쓰기   

듣기  박정순, 송웨이슈 저 | 4×6배판 | 본책 144면, 해설서 128면 

16,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독해 강주영, 왕러 저 | 4×6배판 | 본책 328면, 해설서 152면 | 21,000원

쓰기  쑨루이차오 저 | 4×6배판 | 본책 200면, 해설서 88면 

15,000원(교재+저자 첨삭 지도 1회), MP3 무료

『新HSK 급소공략』 시리즈는 듣기, 독해, 쓰기 각 분야의 최고 강사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한 급수별, 

분야별 新HSK 수험서 시리즈이다. 유형 분석 공략법, 그리고 실전 문제를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모의고사 3회분을 제공한다.

주니어를 위한 新HSK 실전문제집 시리즈

 주니어를 위한 新HSK 1급 실전문제집    

王江 저 | 신정원 편역 | 4×6배판 | 본책 160면, 해설서 128면 

18,000원(본책+해설서+MP3 CD 1장), MP3 무료

 주니어를 위한 新HSK 2급 실전문제집    

刘红英 저 | 신정원 편역 | 4×6배판 | 본책 176면, 해설서 144면 

18,000원(본책+해설서+MP3 CD 1장), MP3 무료

『주니어를 위한 新HSK 실전문제집』 시리즈는 초급 중국어 수준의 어린이•주니어 학습자가 新HSK 1급~2급 응시에 

대비해 이론 학습과 실전 훈련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험서이다. 실전 모의고사 8세트(1급), 5세트(2급)를 제공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니어 및 입문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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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

新HSK 6급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刘云 저 | 국배판 변형 | 장석민 편역 | 272면 

14,500원(교재+MP3 CD 1장), MP3 및 해석집 무료 다운로드

新HSK 5급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刘云 저 | 국배판 변형 | 이정민 편역 | 240면 

13,500원(교재+MP3 CD 1장), MP3 및 해석집 무료 다운로드

新HSK 4급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2016년 상반기 내에 출간됩니다.

新HSK 3급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2016년 상반기 내에 출간됩니다.

『新HSK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는 중국의 HSK 전문가 리우윈이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개발한 실전 모의고사 

5세트로 이루어진 新HSK 수험서 시리즈이다. 듣기 대본에는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반(汉办) 

지정 新HSK 6급 2500 필수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문제를 상세하게 해석한 해석집을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新HSK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新HSK 6급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남미숙 저 | 4×6배판 | 문제집 144면, 해설집 440면, 정리노트 80면 

26,000원(문제집+해설집+정리노트+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5급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남미숙 저 | 4×6배판 | 문제집 104면, 해설집 448면, 정리노트 120면 

25,000원(문제집+해설집+정리노트+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4급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남미숙 저 | 4×6배판 | 문제집 96면, 해설집 336면, 정리노트 80면 

19,500원(문제집+해설집+정리노트+MP3 CD 1장), MP3 무료

新HSK 3급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2016년 상반기 내에 출간됩니다.

『新HSK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는 종합서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의 저자 남미숙 강사가 시험에 대한 

철저한 경향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문제를 개발하여 만든 모의고사 5세트 문제집과, 친절하고 꼼꼼한 해설을 담은 해설집, 

필수 단어와 핵심 어법을 한 권에 담은 정리노트와 책 전체가 녹음된 MP3 CD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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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3급   

金学丽 저 | 구본미, 박현정 편역 | 4×6배판 | 248면 

15,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4급   

李春玲 저 | 강승완 편역 | 4×6배판 | 344면 

17,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5급   

董萃 저 | 권수철 편역 | 4×6배판 | 352면 

18,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6급   

王素梅 저 | 양영호, 권수철 편역 | 4×6배판 | 432면 

19,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시리즈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시리즈는 북경어언대학출판사에서 개발한 新HSK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이다. 국내 실력파 

강사들이 검증·보완한 실전 모의고사 5세트와 고득점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매회 모의고사를 풀면서 

접한 주요 단어와 표현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 복습 퀴즈를 제공하여 실력을 높일 수 있다.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4급    

박은영, 찐순지 , 동추이 저 | 4×6배판 | 136면 

10,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5급    

찐순지 , 동추이 , 박은영 저 | 4×6배판 | 160면 

10,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6급    

찐순지, 동추이 , 박은영 저 | 4×6배판 | 200면 

12,0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시리즈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시리즈는 대외한어 교육 및 HSK 강의 10여 년 경력의 필자들이 한반(汉办)이 발표한 시험 

요강과 샘플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개발한 新HSK 3회분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이다. 실제와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와 新HSK에 완벽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하고 친절한 해설, 한반(汉办)에서 지정한 각 급수별 新HSK 필수 어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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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중한대역문고 초급    

144면 내외 | 4×6판 | 7,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1  중국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선 Grade 1  이주노 역

2  중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선 Grade 1  신정호 역

3  중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선 Grade 2  김의진 역

4  중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선 Grade 2  박정원 역

5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선 Grade 3  장동천 역

6  지식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선 Grade 3  주재희 역

7  중국 얼거(儿歌)선 Grade 1  임대근 역

8  중국 우화선 Grade 2  박재우 역

9  중국 역사 인물선 Grade 2  김경석 역

10 외국 동화선 Grade 3  변경숙 역

다락원 중한대역문고 중급    

176면 내외 | 4×6판 | 9,500원(교재+MP3 CD 1장), MP3 무료

1  중국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선 Grade 4  성근제 역

2  중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선 Grade 4  유영하 역

3  중국 현대(现代) 동화선 Grade 4  김양수 역

4  중국 현 · 당대(现・当代) 수필선 Grade 5  김시준 역

5  아Q정전(啊Q正传) Grade 5  박운석 역

6  빙신(冰心) 소설선 Grade 5  심혜영 역

7  바진(巴金) 소설선 Grade 5  박난영 역

8  소피 여사의 일기 Grade 5  김순진 역

9  중국 미형(微型) 소설선 Grade 5  김태만 역

10 중국 당대(当代) 소설선 Grade 5  장윤석 역

다락원 중한대역문고 시리즈

중국 현대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와 다락원이 질 높은 중국어 학습 교재의 개발을 목표로 

기획한 중국어 독해 교재 시리즈이다. 중국 교과서에 실린 글과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옥같은 문학 작품 등 

중국인의 사상,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엄선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중국어 문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삼았다.

  23중한대역문고·어린이·주니어

2016 중국어출판부 도서목록_내지.indd   23 2016-02-03   오후 2:23:51



24  2016년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다락원 중한고전대역      

160면 내외 | 국판 | 각 권 8,500원(교재+오디오 CD 2장), MP3 무료 

1  삼국연의(三国演义) 上  나관중 羅貫中 저, 조득창 역

2  삼국연의(三国演义) 下  나관중 羅貫中 저, 조득창 역

3  홍루몽(红楼梦) 上  조설근 曹雪芹 저, 이무진 역

4  홍루몽(红楼梦) 下  조설근 曹雪芹 저, 이무진 역 

5  수호전(水浒传) 上  시내암 施耐庵 저, 김효민 역  

6  수호전(水浒传) 下  시내암 施耐庵 저, 김효민 역  

7  서유기(西游记) 上  오승은 吳承恩 저, 김홍겸 역  

8  서유기(西游记) 下  오승은 吳承恩 저, 김홍겸 역  

9  봉신연의(封神演义)  허중림 許仲琳 저, 왕하 개작, 채수민 역   

10 요재지이(聊斋志异)  포송령 蒲松齡 저, 성시훈 역

11 성어고사(成语故事)  정유선 역  

12 사기(史记)  사마천 司馬遷 저, 정하영 역

다락원 중한고전대역 시리즈

동양의 베스트셀러인 <삼국연의>, <홍루몽>, <수호전>, <서유기>를 비롯한 중국을 대표하는 고전 명작 여덟 작품을 초·중급 

수준의 현대 중국어로 개작하여 수록하였다. 중국 문화의 뿌리 깊은 원류를 이해할 수 있는 고전 명작의 감상과 중국어 

독해 학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흥미로운 삽화와 본문 녹음 CD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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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 2, 3, 4, 5, 6     

정상현, 난메이샹, 유한나 저ㅣ각 권 130면ㅣ각 권 14,800원(본서+워크북+멀티 CD 1장), 교사용 지도서 별매, MP3 무료

✽  1권, 2권은 별도의 교사용 지도서가 있습니다. | 각권 12,800원  

3권~6권은 별도의 교사용 지도서가 준비 중입니다. 

✽  네이버 다락원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rakwonbook)를 방문하시면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교재 교육 특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 중국 문화 이야기: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표현된 중국 문화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는 중국어 여행을 시작한다.

• 자신 있게 발음해요: 잰말놀이를 통해 리듬에 맞춰 신나고 재미있게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  

• 새 단어를 배워봐요:   회화에서 배우게 될 단어들을 미리 만나보고, 획순에 주의해서 한자를 바르게 써 보도록 구성하였다.

• 친구들과 대화해요: 귀여운 주인공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일상생활 속 대화를 익힐 수 있다.

• 차근차근 익혀봐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설명과 함께 새로운 단어를 활용하여 중국어 문장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다.

• 재미있게 연습해요: 문제를 풀어 보며 앞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실력을 쑥쑥 키워요: 본문에서 확장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며 실력을 키운다.

• 신나게 놀아 봐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게임을 하면서 중국어와 친해질 수 있다.

중한대역문고·어린이·주니어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시리즈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시리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어린이 중국通 프로그램이다. 유쾌한 그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만들기로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하다. 단어 카드, 복습 게임 

자료 등의 권말 부록과 워크북이 수록되어 있으며, 플래시와 오디오 음원이 담긴 멀티 CD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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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주니어 중국어 상, 하    

유성진, 나현선, 임현숙, 김민정 저 | 각 권 13,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MP3 무료

•   총 20개의 STEP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학기 20차시로 구성된 중학교 방과 후 중

국어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적합

•   지루한 문법 설명 대신, 이해하기 쉬운 도식과 예문 제시 및 단어 쓰기, 본문 스스

로 해석하기 등의 장치를 두어 자기 주도 학습에도 유용

틴틴 주니어 중국어 시리즈

보고 듣고 따라 말하며 쓰는
초등 중국어 단어 쓰기 노트 1~6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저 | 국배판 변형 | 각 권 40면 

5,000원(본책+오디오 CD 1장), MP3 무료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말하며, 손으로 쓰는 중국

어 단어 노트 

•  하루 4단어씩, 20일 동안 80단어 학습. 1~6권까지 모두 끝내

면 480단어 학습

•  YCT와 新HSK 기본 어휘 목록에서 엄선한 480단어를 1~6권

에 수록

•  CD와 함께 생생한 원어민의 소리로 어려운 성조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학습

보고 듣고 따라 말하며 쓰는 초등 중국어 단어 쓰기 노트 시리즈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1, 2, 3, 4, 5, 6     

최윤선 외 저 | 각 권 13,000원(교재+플래시 카드+오디오 CD 1장) 

교사용 지도서 8,000원(별매), MP3 무료

• 재미있는 놀이로 신나게 배우는 중국어

•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

• 중국어를 소리로, 한자를 그림으로 인식하도록 구성

•  각계 어린이 교육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에 의해 개발된 6단

계 교육 프로그램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시리즈

2016 중국어출판부 도서목록_내지.indd   26 2016-02-03   오후 1:37:47



  27어린이·주니어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1, 2    

①권    권영실, 신정원, 정리방 저 | 12,000원(교재+오디오 CD 2장),  

교사용 지도서 12,000원(별매), MP3 무료

②권    권영실, 신정원, 정리방 저 | 12,000원(교재+오디오 CD 1장),   

교사용 지도서 12,000원(별매), MP3 무료

•   역할극, 노래 부르기, 광고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중국어 

• 오감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

✽  네이버 다락원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rakwonbook)를 방문하시면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각종 학습 자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시리즈

씽씽 중국어탐험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분홍돌고래, YJ컴퍼니 저ㅣ4×6배판ㅣ각 권 본서 176면, 워크북 16면 

9,800원(본서+워크북+특별 선물), MP3 무료, 모바일 페이지 제공

✽  ⑫권까지 순차적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이 책의 구성

• 즐기고!   씽씽 중국어탐험대의 주인공인 5명의 전사들과 신나는 모험의 세계를 즐기면서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어요!

• 듣고!  책 전체에 나오는 중국어 단어를 한눈에 미리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나오는 중국

인의 발음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 말하고!  만화 속에 중국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발음해 보세요. 만화 내용과 연결 지어 그 뜻을 잘 기억해 두었다

가 친구들에게 말해 보세요!

• 읽고!  매 화 마지막 페이지에서 앞에서 배운 중국어 단어를 복습해 보세요. 각 단어를 활용한 예문도 학습해 보고, 스마

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나오는 음원을 따라 잘 읽어 보세요. 함께 나오는 중국 상식도 흥미롭게 읽어 보세요!

• 쓰고!  이 책에 나온 주요 중국어 단어를 워크북에 쓰며 다시 한 번 익혀 보세요. 네모칸 중간에 필순에 따라 또박또박 써 

보세요!

씽씽 중국어탐험대 시리즈

주인공인 랑랑, 보라, 앤드류, 조조, 서시와 함께 즐기는 판타지 액션 히어로 올컬러 만화이다. 

중국어와 함께 중국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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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가 낳은 보석 같은 고사성어 300

엄귀덕, 홍순효 저 | 4×6배 변형판 | 268면 | 9,500원 

300개의 고사성어를 그 유래에 맞춰 중국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다. 사건별, 인물별, 주제별로 구성

되어 있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고사성어를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자

전광진 저 | 4×6배판 | 224면 | 9,500원

조선일보 한자 칼럼의 전광진 교수가 집필한 한자 교재이다. 우리말 속에 상용되는 기초 한자, 한자 어휘의 

구조, 4자 성어 등을 정리했다.

中國常識(중국상식) 역사

중국국무원, 중국해외교류협회 저 | 김민호 번역 | 4×6배 변형판 | 248면 | 12,000원

선사시대부터 현대의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예측하기에 가장 빠른 책이다. 흥미로운 상식과 다

채로운 사진을 삽입하였다.

중국문화 답사기 ③ 巴蜀 지역의 天府之國을 찾아서

권석환 외 저 | 신국판 | 144면 | 8,000원

천당과 같은 문화 경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지역별로 답사했다. 3권에서는 파촉 지역을 조명해 본다.

기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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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중국어 동영상 강의  www.darakwon.co.kr       내용 문의: (02)736-2031 내선 312~316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上 / 下

강사 정명숙, 위하이펑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어 교재 最多 베스트셀러, 最長 스테디셀러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를 

토대로 새롭게 제작된 강좌. 발음, 단어, 문법, 회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알찬 커리큘

럼과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로 스마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강점으로 중

국어를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上 · 下

왕초보를 위한 속성 중국어 회화 기초 / 초급 / 초급탈출

강사 정혜란, 최청화, 박수진 / 정혜란, 박수진 / 김정은, 박수진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기초 편, 초급 편, 초급탈출 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중국어 초급 완벽 마스터 시리즈 

강좌. 매일 과외를 받는 것처럼 정해진 학습 스케줄을 따라 학습자 스스로 ‘복습-학

습-과제’를 수행하여, 중국어 기초부터 초급까지 완벽하게 익힐 수 있으며, 더불어 말

하기 시험 대비까지 속성으로 준비할 수 있다.

교재명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1 /  2 /  3 

다락원 중국어회화 입문 / 기초 / 초급

강사 현지인, 쑤위 / 김윤희, 쑤위 / 이승해, 샤오잉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어로 더 많은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 학습자를 위한 강좌. 다양한 연습으

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입문부터 초급까지 중국어

를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있다.

교재명� 다락원 중국어회화 입문편/기초편/초급편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1 / 2 / 3 / 4

강사  강수정, 샤오잉 / 홍상욱, 양몽몽 /  김선화, 천쩡후이 / 진윤영, 위하이펑

강의수준 입문·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시리즈를 토대로 만든 입문~중급 회화 강좌. 중국어 발음부

터 중급 회화까지 단계별로 기본기를 다지고, 다양한 주제의 회화 및 중국 문화까지도 

알차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1 /  2 /  3 /  4  

新 신공략 중국어 
기초 / 초급 / 실력향상 上 · 下 / 프리토킹

강사  김정은, 팽려영 / 진윤영, 쑤위 / 정지모, 엽은현 · 황해금, 엽은현 / 박용군

강의수준 입문 / 초급 / 중급 /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수년간 중국어 부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新 신공략 중국어』 시리즈를 토대로 

왕초보 입문부터 중·고급 회화까지 중국어 실력을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강

좌. 발음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러운 일상 회화와 실전 대화 기술까지 습득하여, 고급 

수준의 회화를 구사할 수 있다. 교재명 新 신공략 중국어 기초편

 新 신공략 중국어 초급편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上 · 下

 新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

기타 단행본·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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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어 말하기 초급 1, 2

강사 이승해, 장위안, 최청화   강의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체계적인 중국어 말하기를 위한 강좌. 초급 회화 표현과 단어로 이루어진 상황별 회화

문을 중심으로 중국어 말하기에 특화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여, 단시간에 초급 중국

어를 구사할 수 있다.

교재명� 발전한어 말하기 초급 1 · 2

발전한어 듣기 초급 1, 2

강사 정명숙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체계적인 중국어 듣기를 위한 강좌. 기초, 초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발음 연습’, ‘듣

기 연습’, ‘듣기 훈련’ 순서로 중국어 듣기에 특화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여, 단시간

에 초급 듣기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팅리에 강해지는 청화설  上 / 下

강사 최윤정, 방아니   강의수준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수학의 정석과 같은 『听和说』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말하기와 듣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주는 강좌. 오랜 기간 학습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우수한 컨텐츠와 유능

한 강사의 명강의로 말하기와 듣기 실력을 탄탄히 다져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교재명� 팅리에 강해지는 청화설  上 · 下

교재명� 발전한어 듣기 초급 1 · 2

초급자를 위한 강추! 드라마 중국어 – 음식남녀

강사 김선화   강의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 드라마의 지존 CJ E&M 중화TV가 제공하고 중국어 학습의 강자 다락원이 기획

한 초급 중국어 강좌. 중국인들이 자주 쓰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현지 중국어가 반영된 

중국 드라마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회화 문장과 표현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생각대로 표현하는 新 설한어 上 / 下

강사 김선화 / 유지애  강의수준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생각대로 표현하는 新 설한어』 교재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중국어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어 회화 강좌. 쉽고 간단한 문장도 key point 

표현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교재명� 생각대로 표현하는 新 설한어 上 ·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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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매일 쓰는 중국어 간체자 668 

강사 홍상욱   강의수준 기초·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의 TV, 인터넷, 신문에서 자주 사용되며, 중국어 문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간체자 668개를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강좌. 먼저 ‘간체자’를 익힌 후, 관련 단어와 

문장을 학습하여, 기본적인 어휘 실력 및 문장 독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교재명� 중국인이 매일 쓰는 중국어 간체자 668

중국어의 틀을 잡아 주는 중국어 쉬운 문법

강사 박수진   강의수준 기초·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어 회화 기초·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 강좌. 중국어 문법의 전체적인 틀

을 볼 수 있는 문법 map 및 필수 문법 내용이 담긴 핵심 문장의 반복 연습을 통해, 문

법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교재명� 중국어 쉬운 문법

新HSK FINAL TEST 4급 / 5급 / 6급

강사 권용중, 김성협, 장석민, 이창재, 박수진   강의수준 초급 / 중급 /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新HSK 시험 D-7 마지막 점검용 모의고사 1회분을 저자 직강을 통해 미리 정리해봄

으로써 실전 新HSK 시험에 강해질 수 있다. 

교재명 新HSK FINAL TEST 4급 / 5급 / 6급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4급 / 5급 / 6급

강사 박은영, 찐순지   강의수준 초급 / 중급 /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新HSK 4·5·6급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저자 직강!  

新HSK 경향에 맞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 유형을 익히고, 실전에 적응하여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명�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4급 / 5급 / 6급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 / 4급 / 5급 / 6급

강사  남미숙, 이선민, 박수진 / 남미숙, 이효연, 박수진 

남미숙, 이효연, 박수진 / 남미숙, 마린, 박수진

강의수준 초급 / 중급 /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남미숙 저자 직강을 필두로 한 新HSK 영역별 전문 강사들의 듣기, 독해, 쓰기 유형 분

석과 더불어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합격의 길로 이끈다.

교재명�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 / 4급 / 5급 / 6급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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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커이커이 중국어 첫걸음

교재명� 회화도 정보도 든든 여행중국어

교재명� Biz 중국어 회화 첫걸음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OK! 비즈니스 중국어

교재명� 비즈니스 중국어 표현사전

교재명�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애니타임 여행중국어

강사 김윤희, 통씬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여행 시 꼭 필요한 표현들만 엄선하여,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한국어 독음만 보고 학

습할 수 있도록 한 여행중국어 강좌. 중국어를 처음 배우거나, 배워 본 적은 있지만 의

사소통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중국 여행을 떠나기 전 단시간 내에 필요

한 회화를 익힐 수 있다.

커이커이 중국어 요리

강사 이승해, 위하이펑   강의수준 입문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공중파·온라인·오프라인을 누비며 학생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엽기강사 이승해 

강사의 ‘빨리 재미있게 배우는’ 중국어 회화 입문 강좌. 이제 중국어 회화를 요리 먹듯

이 맛있게 즐기자!

비즈니스 중국어 New Biz 첫걸음 / Useful / OK!

강사 최은정 / 김선화, 위하이펑 / 유지애, 천쩡후이 

강의수준 입문·기초 / 초·중급 /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어 발음부터 주제별, 상황별 비즈니스 회화와 문화까지 익힐 수 있는 강좌. 실전에 

유용한 생생한 중국어 표현과 중국 현장의 비즈니스 문화까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강사 고숙희, 고진아, 이민숙, 박계화, 배정현   강의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화사상이 강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국 문화의 기초 지식을 다룬 강좌. ‘지역, 정치, 경제, 민족, 교육, 문학, 예술, 생활, 여

행, 오락’ 등 중국 문화를 전반적으로 학습하여 한중 양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도모

할 수 있다.

하루 5문장! 비즈니스 중국어 마스터 입문

강사 정혜란   강의수준 입문·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중국과의 비즈니스 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엄선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강좌. 비즈니스 상황별 필수 문장 100가지를 완벽하게 학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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