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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영어

회화

특수목적영어(ESP)

독해

영어	강의	대비

오디오 CD

MP3 CD

별책부록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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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for Everyday Life	시리즈(개정판)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표현들을 흥미로운 액티비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입문자용 영어 회화 교재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12개 단원으로 구성, 각 단원별로 2개의 대화문이 수록되어 있다.

Speaking for Everyday Life 1    
Scott Fisher, Brian Stuart 지음│210×277│128면│13,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및 Review Test 무료 다운로드)

Speaking for Everyday Life 2    
Scott Fisher, Brian Stuart 지음│210×277│136면│13,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및 Review Test 무료 다운로드)

Easy Campus English	시리즈

대학 신입생이 입학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 즉 친구들을 사귀고 수강 신청을 하고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의 

세부적인 학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화의 주제로서 다루어진다. 기본적인 영어 스킬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중요한 문법 사항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파트너 혹은 그룹 

멤버들과 함께 해당 단원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수록되어 있다.

Easy Campus English 1    
Carla Louisa Schmitz 지음│210×277│120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asy Campus English 2    
Carla Louisa Schmitz 지음│210×277│120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회화

Communicative English	시리즈

선별된 대화문을 통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회화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닝과 리딩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너들도 수록되어 있다.

Communicative English 1    
김기수 외 지음│210×277│120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Communicative English 2    
김기수 외 지음│210×277│120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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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peaking Basics	시리즈

흥미롭고 다양한 대화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화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어휘, 문장, 대화문 순서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말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형식의 

듣기 문제를 통해 듣기 실력도 향상할 수 있다.

English Speaking Basics 1    
Moya Marks 지음│210×277│128면│12,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Speaking Basics 2    
Moya Marks 지음│210×277│128면│12,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 	대학	영어

English Communication	시리즈(개정판)

한국 대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입문자용 영어 회화 교재이다. 1권과 2권에서는 기초적이고 평이한 수준의 회화 

패턴들을, 그리고 English Communication PLUS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다.

English Communication 1    
Michael A. Putlack, Kum-bae Cho 지음 

210×277│184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2    
Michael A. Putlack, Kum-bae Cho 지음 

210×277│184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PLUS    
Michael A. Putlack 지음│210×277│176면│13,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Practical English Training	시리즈

일상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엄선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여러 가지 표현 속에 들어 있는 일정한 패턴들을 학습한 후, 이를 읽고 말해 보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중요한 표현들을 쉽게 말할 수 있다.

Practical English Training 1    
Seung-yoab Kwak 지음│210×277│128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Practical English Training 2    
Seung-yoab Kwak 지음│210×277│128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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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 Speaking Buildup	시리즈

듣기 및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교재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액티비티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표현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듣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팁이 소개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토익 Listening 

Comprehension의 Actual Test가 수록되어 있다.

Listening & Speaking Buildup 1    
이상호, 김세웅 지음│210×277│104면│12,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Listening & Speaking Buildup 2    
이상호, 김세웅 지음│210×277│104면│12,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시리즈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표현들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다. General 

Business에서는 회의 준비, 외국인 응대, 해외 출장, 전화 통화 등 기본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Practical Business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토론, 

업무 지시 및 보고 등 보다 전문적인 사무와 관련된 표현들을, International 

Business에서는 해외 주문 및 배송, 외국 바이어와의 협상,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업무와 관련된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General Business(비즈니스 일상 영어)     
Giovanna Kim 지음│210×275│192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Biz Master-General Business’ 20강│50,000원

Practical Business(사내 실무 영어)     
차형석 지음│210×275│192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Biz Master-Practical Business’ 20강│50,000원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시리즈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회화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다. 대화문들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    
Michael A. Putlack, Isaac Durst 지음│210×277│120면 

12,0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2    
Michael A. Putlack, Isaac Durst 지음│210×277│120면 

12,0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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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siness(비즈니스 국제 영어)     
차형석 지음│210×277│192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Biz Master-International Business’ 20강│50,000원

Practical Campus English   
Soonhyang Lee 지음│210×277│104면│10,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국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실용 영어 교재이다.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

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영어, 실무에서 요구되는 영어 표현들을 다루고 있으며, 단원별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읽기 및 듣기 문제들도 수록하고 있다.

단권	교재

Focus on English Speaking    
Heather Kim 외 지음│210×277│144면│13,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체계적인 3단계 학습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각 단원의 

주제별 주요 대화문을 익힌 후, 듣기 테스트를 통해 이것이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활용되

는지를 확인한 다음,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다.

Practical English for College Life    
Sangho Lee 외 지음│210×277│104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된 대

화들을 연습해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Global English    
Tom Giammarco, Samuel Ohune Kwon 지음│210×277│128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재이다. 친숙한 주제와 관련된 영어 표

현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

하고 있다.

	● 	대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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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영어(ESP)

Real English for Careers 시리즈

예비 승무원, 예비 호텔리어, 예비 간호사, 예비 관광안내사를 위한 실무영어 시리즈. 다양한 

상황별 대화문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영어와 더불어 실무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Real English for Cabin Crew 기본편    
다락원 ESP 연구소 외 지음│210×277│128면│14,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기본편    
다락원 ESP 연구소 외 지음│210×277│128면│14,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다락원 ESP 연구소 외 지음│210×277│128면│14,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Tour Guides 기본편    
다락원 ESP 연구소 외 지음│210×277│128면│14,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Cabin Crew 실무편    
Jina Myong Eun Lee 지음│210×277│144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실무편    
노선희 지음│210×277│160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Nurses 실무편      
-출간예정 

Real English for Tour Guides 실무편      
-출간예정 

HOT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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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시리즈

항공, 관광, 숙박, 보건 서비스 분야를 전공으로 삼고 있는 학생들 및 관련 분야 실무 종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영어 표현들을 수록하고 있다. 다양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 회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Air Travel and Tourism    
Young-mi Kim, Ki-pyo Son 지음│210×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Hospitality    
Yong-min Lee, Michael A. Putlack 지음│210×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Health Science    
Yoon-hee Soh 지음│210×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Fresh Start Reading   
Bonnie Cothren, Alex Cothren 지음│210×277│184면│13,500원 

(오디오 CD 2장 포함, 번역·스크립트·MP3 무료 다운로드) 

다양한 주제를 단계별로, 즉 도입, 본문, 문제 순서로 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

자들은 독해 지문을 대화 형태로 바꾸어 듣기 연습을 할 수도 있다.

Reading for Everyday Life    
Simon Cornwell 지음│182×257│144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번역·MP3 무료 다운로드)

폭넓은 주제의 글을 읽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중급자용 독

해 교재이다. 토익을 비롯하여 각종 영어 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수록

되어 있다.

	● 	대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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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의	노트	시리즈

경영학 및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유학 준비생들이 영어강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개발된 

시리즈이다. 학습자들은 각자의 전공에 따른 기본 용어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경영학    
허명수 외 지음│188×257│392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화학    
David G. Churchill 외 지음│188×257│400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강의 대비

Analytical Readings in English    
Bin Walters 외 지음│210×277│96면│14,000원(MP3 CD 1장 포함)

광범위한 주제의 지문을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어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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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험 영어

TOEIC:	기본서

TOEIC:	실전서

TOEIC:	어휘

TOEIC	Speaking

OPIc

오디오 CD

MP3 CD

별책부록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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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기본서

토익 합본 교재(LC + RC)

참	쉬운	토익	시리즈

대학과 학원의 토익 입문 및 초급자용 수업 교재로 개발된 시리즈로서, ‘입문편’과 ‘기본편’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LC와 RC가 각각 12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별로 학습해야 할 사항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

자들과 방대한 내용에 부담을 느끼는 초보자들도 이 책 한 권으로 토익의 전 영역을 철저히 대

비할 수 있다.

참 쉬운 토익(입문편)   
박혜영, 전지원 지음│188Ｘ257│288면│14,500원

(LC 받아쓰기용 자료, RC 단어 정리 자료, MP3 무료 다운로드)

참 쉬운 토익(기본편)    
-출간예정

HOT & 
NEW

TNT TOEIC	시리즈(Third Edition)

신토익의 변경 사항을 완벽히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로서 LC와 RC를 20일만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Basic의 경우 단기간 내에 600점을, Intensive의 경우 단기간 내에 700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엄선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제 유형에 따른 공략법과 주요 문법 사항들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TNT TOEIC Basic     
LORI 지음│188Ｘ257│232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20강 별매│60,000원(20강 기준)

TNT TOEIC Intensive     
LORI 지음│188Ｘ257│376면│15,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20강 별매│60,000원(20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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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수험	영어

토익 분권 교재 

맨처음	토익	시리즈(개정판)

토익을 처음 준비하고자 하는 대학생 이상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된 토익 대비서이다. 토익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파트별 출제 경향을 소개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토익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맨처음 토익 LC     
이수용 지음│188×257│408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40강 별매│55,000원(20강 기준)

맨처음 토익 RC   
박혜영, 전지원 지음│188×257│296면│14,500원 

(단어장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40강 별매│55,000원(20강 기준)

독학	토익	시리즈(2017년	상반기	개정	예정)

독학으로 토익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독학용 토익 교재이다. 각 문제마다 상세한 해설과 풀이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강의를 듣지 않고서도 수험생들이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방대한 양의 문제와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 수험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신토익을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이다.

독학 토익 LISTENING 기초 세우기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257│488면│15,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독학 토익 READING 기초 세우기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257│632면│15,800원

독학 토익 LISTENING 실력 높이기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257│496면│18,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독학 토익 READING 실력 높이기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257│560면│1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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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실전서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신토익 대비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집으로 총 4회분의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700

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및 구토익에 익숙해져 있지만 신토익 점수가 필요한 기타 모든 수

험생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전반부에서는 신토익의 변경 사항을 파트별로 간략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4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본인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Ｘ257│360면│15,200원

(MP3 무료 다운로드)

HOT & 
NEW

다락원	모의	토익(총	4세트)

시험지 형태의 토익 모의고사로서, 현재 두 세트가 제작되어 있으며 2017년 상반기 내에 두 세트가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신토익 실전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 대학에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지로 활용될 

수 있다. MP3, 정답, 스크립트, 해석은 파일의 형태로 제공된다.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210Ｘ297│각 48면│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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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어휘

TOEIC Speaking

TOEIC 절대어휘 3000   
황장연, 김지욱 지음│148×210│504면│13,000원

(단어 테스트지 및 단어 암기용 MP3 무료 다운로드)

100퍼센트 기출 정답 어휘만으로 구성된 토익 어휘집이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올바른 문장 완성하기’ 문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두 번째 섹션에서

는 ‘문맥상 어울리는 어휘 찾기’ 문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에서는 토익의 대화 및 지문 이해에 필수적인 빈출 어휘들이 주제별로 소개되어 있다.

TOEIC SPEAKING	만점	시리즈

집중적인 말하기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은 파트별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익힐 수 있으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들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CD를 통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스피킹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다.

TOEIC SPEAKING 만점 Training     
김경아 지음│188×257│428면│21,000원

(Test Program 및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40강 별매│50,000원(20강 기준)

TOEIC SPEAKING 만점 Actual Test    
김경아 지음│188×257│360면│19,800원

(Test Program 및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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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OPIc	Punch	시리즈

최단기간 내에 단계별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오픽 전문 교재로, 답안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답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강조한다. 오픽 전문 강사인 Jane Lee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하기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최신 경향이 반영된 기출 문제와 그에 관한 모범 답안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험생들은 모범 답안을 이용하여 ‘나만의 답안’을 구성해 볼 수 있다.

OPIc Punch IM2 공략     
Jane Lee 지음│188×256│228면│13,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40강 별매│60,000원(20강 기준)

OPIc Punch IH 공략     
Jane Lee 지음│188×256│272면│15,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40강 별매│60,000원(20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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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단행본
비즈니스

문법·작문

왕초보

회화

영어	지식·학습법

어휘

발음·청취

표현집

제2외국어
테이프

오디오 CD

MP3 CD

DATA CD

DVD

별책부록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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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영어	특강	시리즈

바쁜 직장인들이 단기간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게 구성한 4주 완성 비즈니스 영어 집중 훈련

서 시리즈

HOT & 
NEW

비즈니스

주말 영어 특강 - 이메일 영어   
신예나 지음│154×234│240면│11,000원(오디오+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이메일 영어’ 20강│40,000원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에 자주 쓰는 구문과 일상생활에서도 요긴하게 활용 가능한 필수 표

현 160개를 익힌다. 또한 보고서·기획서 등의 사내 문서에 필요한 표현 40개를 따로 모아 

영어로 문서 작성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주말 영어 특강 - 전화 영어  
신예나 지음│154×234│200면│10,000원(오디오+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전화 영어’ 20강│40,000원

기본적인 전화 걸고 받기부터 자동응답기나 응급전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 표현까지, 160개의 전화 영어 표현을 모았다. 간단한 영어 몇 마디로 쉽게 전화를 걸

고 받으며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주말 영어 특강 - 프레젠테이션 영어  
유배균 지음│154×234│232면│11,000원(오디오+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프레젠테이션 영어’ 20강|40,000원

성공적인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필수 표현 96개를 프레젠테이션 진행 프로세스 

및 상황별 기본구문을 한눈에 정리해 주는 플로우 차트와 함께 제공한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서술법, 강조법 등 유용한 프레젠테이션 요령도 함께 제시한다.

주말 영어 특강 - 회의·토론 영어  
유배균 지음|154×234│200면│10,000원(오디오+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회의·토론 영어’ 20강│40,000원

영어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할 때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표현 128개를 뽑았다. 회의를 소집하여 결론을 내리고 끝맺기

까지, 이 책 하나로 확실히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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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비

CD 한 장으로 끝내는 영문이력서    
Project K 지음│188x257│304면│18,500원(이력서 샘플이 들어 있는 데이터 CD 1장 포함)

영문이력서의 필수요소와 관련 어휘부터 합격샘플과 커버레터까지 모두 다루는 종합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커리어코칭그룹 Project K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책이다. 영문이

력서를 전혀 모르는 초보 작성자도 쉽게 따라 쓸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바로 

따라 쓸 수 있도록 풍부한 샘플을 수록했다. ‘합격보장 이력서 샘플 CD’에는 바로 열어 쓸 수 

있도록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워드 파일로 제공한다.

영어인터뷰 비밀과 전략 7법칙   
케빈 경 지음│152×224│232면(책속 부록 ‘실전대비 워크북’ 52면)│14,500원 

영어인터뷰를 전문적으로 기획해온 저자가 10년 경험에서 얻은 합격 비밀을 몰래 알려주는 

영어면접 대비서. <비밀편>에서는 면접관만 아는 영어인터뷰 현장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전

략편>에서는 영어인터뷰를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별

책부록 <실전대비 워크북>에서는 남이 써준 모범답안이 아닌, ‘나’에 최적화된 답변을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인터뷰 영어(혁신 개정판)    
정해탁 지음│182x252│400면│18,000원(MP3 CD 1장 포함)

10년 연속 베스트셀러 <면접관을 사로잡는 인터뷰 영어>의 최신 개정판. 이번 개정판은 면

접관의 질문 의도 파악 능력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소개’와 ‘직무 적합성’, ‘핵심 

역량’이라는 3가지 최신 글로벌 영어 인터뷰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빈

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빈틈 없이 정리했다. 또한 취업 준비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27개 직

종을 선별해 실질적인 모의 인터뷰를 실어 영어 인터뷰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사내ㆍ외	실무영어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영어   
이진규·박명수 지음│188×257│256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중학영어 수준의 최소한의 영어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레젠

테이션 실전 연습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본문형 50개를 익히고, 회사 소개, 신제품 설명

회, 실적보고, 조사 결과 발표 등의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에 빈도 높게 등장하는 필수표현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생각보다 쉬운 오피스 영어   
허소영 지음│188×240│280면│14,000원(MP3 무료 다운로드)

출근해서 전화·회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동료들과 휴식·식사시간을 갖고 퇴근 후 회식에 

참여하기까지,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총망라한 비즈니스 영어 교

재. 이 책에 담긴 모든 표현은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성 100%의 비즈니스 영어로, 이 

책 한 권이면 직장인들이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며 더불어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쉬운 영어토론   
박종원 지음│170×225│264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영어 면접을 비롯한 각종 영어 구술 시험에 대비하는 학습자들과 유학 준비생을 위한 실전 

영어 토론 가이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20개를 선별하여 각 토픽별 핵심 어휘와 핵심 

찬반 의견에 따른 논리 전개 방법 및 관련 시사 정보를 수록했으며, 영어토론에 꼭 필요한 패

턴도 함께 실었다. 

	● 영어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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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실무영어(개정판)   
이창수·임향옥 지음│153×224│312면│18,000원(MP3 CD 1장 포함)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컨벤션, 총회 등의 국제회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영어표

현을 총망라한 국제회의영어 실전 지침서. 사회자, 연설자, 토론자 등 회의 참가자의 역할과 

현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을 다양하게 담았다. 이 한 권으로 국제회의 내에 수반

되는 영어 토론, 프레젠테이션, 회의 진행에 필요한 핵심 표현들을 알차게 정리할 수 있다.

이메일	표현사전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표현사전(업그레이드판)
케빈 경 지음│188×240│576면│25,000원

수많은 실무자들이 인정한 이메일 분야 베스트셀러가 한층 강력하게 돌아왔다! 해당되는 비

즈니스 상황을 찾아 세부 유형을 따라가면 필요한 영어문장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어 이메일을 쓸 수 있다. 총 306가지 비즈니스 상황과 4,000여 개의 영어문장

이 제시되어 현장감이 살아 있다. 영어 글쓰기에 관한 기초부터 비즈니스 전문가가 공개하는 

이메일 전략까지, 영어 이메일 쓰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한다.

IT 비즈니스를 위한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Akira Kurahone·Travis Kurahone│175ⅹ230│400면│18,000원

국내 유일 IT 전문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IT 현장에서 꼭 쓰는 표현은 물론 일반 비즈니스 상

황에서 늘 쓰는 표현까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골라 담았다. 미국에서 IT 업계에 종사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현업에서 수집한 이메일을 토대로 필수 비즈니스 상황을 선

별, 그 중에서 핵심 표현만 골라 찾기 쉽고 쓰기 쉽게 구성했다. 

기본	영문법

베이직 영문법    
Okabe Kayoko 지음│150×220│264면│13,8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친절한 영문법’ 20강│40,000원

중학 영어로 기본 영문법 마스터하기!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

법 사항과 영어식 사고방식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만

으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여 꼭 알아야 할 영문법만 뽑아 제시한

다. 영문법 기초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올댓 그래머
이광수·이수경 지음│188×227│420면│14,500원

영문법 공부, 이제 쉽고 재미있게 하자! 영문법의 기본부터 심화 사항까지 아우르는 명쾌한 

해설은 기본, 회화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생한 예문, 각종 여론 조사 결과와 해외 유명 인

사의 근황 등 흥미로운 생활 문화 상식과 풍부한 연습문제까지 가득 담아, 제목 그대로 ‘영문

법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보여준다. 영어에 대한 궁금증을 저자가 직접 풀어주는 ‘올

댓 그래머 카페’도 유용하다.(http://cafe.naver.com/allthatg)

문법ㆍ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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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단행본

베이직 영작문 플러스
고정민 지음│174×230│330면│11,000원

꼭 알아야 할 영어의 핵심만을 다루면서 한 차원 높은 영작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실력을 업

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0일 동안 30개의 문법사항을 배우고, 다양한 적응 훈련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힌다. 

베이직 영작문 파이널
고정민 지음│174×230│384면│13,900원

베이직 영작문 시리즈의 완결판! 영어의 기초 잡기는 물론 에세이 실력까지 확실히 업그레

이드해준다. 핵심 문법사항과 문장 구성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파트 1: 파이널 라

이팅 제대로 연습하기’와 에세이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사다리 영작문이라는 독특한 연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파트 2: 에세이 무작정 따라 하기’를 통해 생초보라도 30일만 따라하

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영작문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영작	쉽게	배우기	

베이직 영작문(개정판) 
고정민 지음│174×230│288면│12,000원

‘아주 쉬운 영작문’ 또는 ‘영작 연습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큰 인기를 끌며 다섯 번 업그레이

드된 컨텐츠의 완결판. 30일간의 학습을 따라가다 보면 왕초보도 영작문의 기초를 제대로 

닦을 수 있다. 쉬운 영작 훈련을 반복하며 영작 실력을 높일 뿐 아니라 영문법까지 완전히 습

득할 수 있는 효과 만점 영작문 책이다.

문법	쉽게	배우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임진표 지음│152×225│256면│13,800원

동영상 강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20강│60,000원 

외국 한 번 안 나가고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만의 말하기 방식을 

만들어 그것을 반복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영어 말하기 기본틀을 

7가지 습관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

장 빈도 높게 사용하는 문법 습관만 골랐기 때문에 금세 말하기에 응용할 수 있다. 7가지 습

관을 익히고 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문법 개념을 좀 더 간결한 하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어, 

영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다. 

TOP 70 영어 실수 바르게 고치기    
이광수·이수경 지음│175×230│296면│13.8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한국인이 많이 하는 영어 실수’ 40강│50,000원(20강 기준)

이 책은 네이버 인기 영어 카페인 ‘올댓 영어’를 운영하는 저자가 회원들의 질문과 학생들의 

영어 실수 사례 등을 모아 담은 친절한 영어 사용 설명서다. 잘못된 예시문을 제시한 후 옳은 

문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표현과 관련된 회화문을 제시하여 실용성을 높였

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영어, 콩글리시!’와 ‘네이티브들이 툭하면 틀리는 

영어 TOP 10’을 부록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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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힘내라 영어 첫걸음    
Hennie Kim 지음│188X257│264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기초편’ 15강│60,000원

왕초보를 대상으로 한 쉬운 영어책으로 ABC부터 문법, 회화에 이르기까지 영어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구성했다. 다락이네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50가지 핵심 상황 안에 기초 

문법과 일상회화를 담았으며, 재미있는 영어 상식과 유용한 생활 표현을 수록해 흥미진진한 

학습이 가능하다. 듣고, 따라 하고, 통역하고, 주고받는 4단계 듣기 트레이닝이 가능한 MP3 

파일도 제공한다. 

힘내라 영어 말하기 첫걸음    
유현정 지음│188X257│264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회화편’ 20강│60,000원

상황별 회화 속에 녹아 있는 50가지 회화 패턴으로 영어 말하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영어회화책. 미국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40개 상황을 통해 일상회

화와 함께 어휘, 패턴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각 과마다 주제, 패턴, 단어를 유기적으

로 구성하여 이 책만으로도 영어 회화에서 꼭 필요한 발음, 문법, 듣기, 말하기의 기본을 다질 

수 있다. 5가지 버전의 MP3를 담은 왕초보 맞춤형 CD에는 저자 유현정과 원어민 강사 조나

단의 오디오 강의도 들어 있다.

내게는 특별한 영어를 부탁해     
권은영 지음│188×257│288면│15,0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를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첫걸음 교재. 실제 대화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

게 쓰는 구문을 위주로 문법 사항을 엄선, 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쉬어

가는 페이지로 영어권, 특히 미국 문화를 소개하여 학습자가 영어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별책부록으로 제공하는  ‘주요 표현 미니북’은 휴대하고 다니면서 핵심 내용을 트레

이닝하기에 편리하다.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무료 동영상 강

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 영어 레슨     
이희경 지음│170X225│192면│12,0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왕초보 기 살리는 통영어 첫걸음’ 40강│50,000원(20강 기준)

동영상 강의 ‘왕초보 기 살리는 통 생활영어’ 20강│50,000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영어 기초 쌓기! 전반적인 영어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구성한 성인용 초

급 영어 교재다. 영어의 기초 발음부터 어휘, 회화,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파트 1과 실생활에

서 직접 써 볼 수 있는 생활 영어를 모아놓은 파트 2로 구성되어 있다. 초보 레벨에 맞춰서 설

명은 쉽고 자세하게, 학습 범위는 넘치지 않게 담았다.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1·2    
박경미·김지연 지음│210X287│256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주  

쉬운 영어 입문서. 영어 문형의 핵심을 담은 기초문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하기 공식을 익힐 수 있다. 활자가  

커서 읽기 편하고, 다양한 그림과 사진이 들어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녹음 CD와 기초문장 쓰기 노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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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쉬	시리즈

출간 즉시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 1,500단어로 할 말 다하는 쉬운 영어, 글로비

쉬(Globish). 기초 단어만으로 영어를 쉽게 말하자는 취지의 영어 학습서로, 이론서와 워크북

으로 구성되어 있다. 

HOT & 
NEW

회화

글로비쉬로 말하자  
장폴 네리에르 지음│152X225│192면│9,000원(MP3 무료 다운로드) 

글로비쉬로 유창하게 표현하는 13가지 기술과 실천 방법을 담은 글로비쉬 학습법책. 글

로비쉬는 간편하고 쉬운 영어를 가리킨다. 실생활에 잘 안 쓰고 외우기만 힘든 단어 대신 

1,500개의 기본 단어만 조합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하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글로비쉬로 말하자-워크북       
장폴 네리에르 지음│187X257│256면│12,0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글로비쉬로 말하자’ 40강│50,000원(20강 기준) 

쉬운 영어로 말하기를 주창하는 글로비쉬를 익히기 위한 트레이닝 북. 글로비쉬에서 자주 

쓰는 24개의 문장구조를 제시하고, 기본적인 발음 원칙과 어휘 연습을 통해 실질적인 의

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Globish 20일 회화    
장계성, 강윤혜 지음│153X225│272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글로비쉬로 말하는 20일 회화 / 20일 Plus 회화’ 각 20강│50,000원(20강 기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회화표현은 대부분 1,500개 글로비쉬 단어 안에서 해결된다. 

이 책은 글로비쉬 범위 내에서 필수 120개 패턴과 응용표현을 뽑아 20일 동안 나누어 공

부함으로써, 글로비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

Globish 1500 워드 트레이닝     
장계성, 강윤혜 지음│150X225│536면│21,0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글로비쉬 VOCA로 쉽게 말하자-수식어[동사]를 잡아라’ 각 20강│50,000원

전 세계 88% 비영어권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 글로비쉬. 그 글로비쉬의 핵

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1,500단어다. 생생한 회화 예문을 통해 그 단어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동시에, 글로비쉬 1,500단어만으로 말을 하는 습

관을 들이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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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어	

잉글리시 가이드 백선생의 영어회화 리얼표현 258   
백선엽│140ⅹ210mm│352면│15,000원(‘리얼표현’ 문장 리스트 및 MP3 무료 다운로드)

‘리얼표현’이란 일상생활에서 영어 원어민이 늘 쓰는 기본 표현이다. 이 책은 핵심 키워드와 

패턴,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선정된 알짜 리얼표현 680개를 효과적

으로 익힐 수 있는 2·5·8 학습법을 소개한다. 2·5·8 학습법이란 “2번 듣고 5번 읽고 8번 

말하라”는 것으로, 리얼표현을 입에 딱 붙이는 훈련이다. 이 학습법이 구현된 3단계 트레이

닝(섀도잉 트레이닝+에코잉 트레이닝+동시통역 트레이닝)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리얼표현

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체험! 미국생활 영어 25시    
김신한 지음│175X230│248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체험! 영어 25시-현지체험편’ 40강│45,000원(20강 기준) 

미국생활, 딱 한 달만 버틸 수 있으면 365일 말할 수 있다! 공항·우체국·병원·가구점 등 다

양한 장소에서 부딪치게 되는 상황별 필수어휘와 회화표현, 현지 정보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고 있는 올컬러 영어회화 표현사전이다. 

체험! 비즈니스 영어 25시    
박명수·이진규 지음│175X230│264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비즈니스 영어, 딱 일주일만 버틸 수 있으면 365일 말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모든 비즈니

스 상황을 한 권에 담은 비즈니스 영어책. 출퇴근에서 회의·전화·출장·프레젠테이션 등 비

즈니스 실무 회화뿐 아니라 미국의 기업 문화, 글로벌 에티켓, 경제 지식까지 수록하여 비즈

니스 상식까지 높일 수 있다. 

말하기 영작문 트레이닝    
장근섭 지음│150X225│600면│24,500원(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영어식 사고 말하기 트레이닝’ 40강│60,000원 (20강 기준) 

영어 말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종 한국인을 위해 영어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문장 만들

기 법칙 35개를 제시한다. 이 법칙을 적용해 133개의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는 트레

이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어식 사고를 익힐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생한 

구어체 영어만 골라, 단어 하나 관사 하나까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핵심 문장 600개를 반복

해서 들을 수 있는 MP3 파일도 무료로 제공한다. 

미션: 영어를 찾아라    
유현정 외 지음│170X225│328면│16,000원(MP3 CD 1장 포함)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영어를 찾으면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상황별 영어회화책이다. 집 

구하기, 버스 타기, 식당에서 밥 먹기 등 일상 속 다양한 미션 104개를 해결하면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회화표현을 배운다. 우리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 잉글리시 원더랜드에 떨어

진 영어 제로맨과 함께 부동산, 아파트, 쇼핑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어 쓰는 상황

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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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단행본

특급패턴	시리즈		

‘문법 걱정’, ‘단어 걱정’ 없이 영어회화를 시작하는 패턴 특급 처방! 중구난방 내 영어에 뼈대를 세워주는 202개의 

특별한 영어 패턴으로 영어 말문이 시원하게 터진다!

영어회화 특급패턴 202    
JD Kim 지음│170ⅹ240│327면│15,000원 

(별책부록 ‘멀티학습용 미니북’ 56면+MP3 CD 1장 포함)

패턴 전문가인 저자와 네이티브 집단이 뽑은 가장 많이 쓰는 패턴 202개로 일상회화 말문이 

터지는 패턴 영어회화 학습서! 읽기만 해도 상황이 그려지는 위트 있는 대화와 어려운 발음

을 잡아주는 버터 발음 팁,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멀티 MP3, 어디서든 복습할 수 있

는 휴대용 미니북까지, 영어회화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영어 특급패턴 202     
박종원 지음│170ⅹ240│320면│15,000원 

(별책부록 ‘출퇴근용 집중학습 미니북’ 64면+MP3 CD 1장 포함, 스피킹 훈련용 MP3 무료 다운로드)

비즈니스 전문가가 실전에서 뽑은 활용도 높은 202개 패턴과 생생한 대화문을 담은 비즈니

스 영어 학습서! 이메일부터 협상, 프레젠테이션까지 이 책 한 권에 비즈니스 업무 영어가 다 

들어 있다. 3색 복습훈련으로 짧은 시간에도 확실하게 예문을 암기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출퇴근 집중학습용 미니북도 유용하다. 

손에 쥐는 미국영어-기초회화    
이창수 지음│127X188│432면│13,500원(미니 MP3 CD 2장 포함) 

동영상 강의 ‘초급 현지회화 200% 즐기기’ 40강│45,000원(20강 기준) 

얄팍한 요령학습이 아니라, 영어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통 영어

회화 학습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엄선하여 영어회화의 기본기를 다

지도록 했다. <손에 쥐는 미국영어> 시리즈의 CD에는 EBS 인기강사 크리스틴과 함께 한 이

창수 교수의 해설강의가 담겨 있다. 

손에 쥐는 미국영어-현지회화    
이창수 지음│127X188│400면│13,500원(미니 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중급 현지회화 200% 즐기기’ 40강│48,000원(20강 기준) 

지금 당장 미국 한복판에 떨어져도 바로 통하는 진짜 영어! 비행기 타기, 관광, 쇼핑, 길 찾기, 

자동차 운전, 병원 가기 등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핵심표현들을 ‘기본표현 - 응용표현 - 실

전회화’의 3단계 반복·확장 학습을 통해 확실히 마스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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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여행	영어	

돈워리 여행영어      
박신규 지음│148ⅹ210│240면│11,000원 

(별책부록 ‘여행영어 핸드북’ 40면 포함, 저자 직강 음성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해외여행 처음 가는 여행 초보와 영어 초보를 위한 여행영어책. 공항, 기내, 호텔, 관광, 식당, 

쇼핑 등 해외여행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패

턴 40개를 뽑아 정리했다. 영어 표지판과 안내문구를 정리한 ‘여행영어 포토사전’과 주요 패

턴과 표현을 정리한 ‘여행영어 핸드북’ 등 부록도 풍성하다. 네이티브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MP3와 저자의 음성강의도 무료로 제공한다.

당장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여행영어   

박희정 지음│125X176│168면│8,800원(무료 MP3 다운로드)

어머, 이렇게 예쁘고 쓸모 있는 영어책은 처음이야! 해외여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딱 20

가지를 정해 그때그때 단어만 바꿔 쓸 수 있게  구성한 핸드북 스타일의 여행영어책이다. 작

다고 무시는 금물, 해외여행 가서 쓸 만한 표현은 빠짐없이 실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책이라

는 것이 독자들의 평이다. 책 곳곳에는 저자가 직접 여행하며 캐낸 깨알 정보가 들어 있어 여

행 정보서로도 유용하다.

애니타임 여행영어    

손기표 지음│128X188│272면│8,0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무료 MP3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애니타임 여행영어’ 20강│45,000원 

영어에 자신 없는 이들을 위해 알짜표현만 쏙쏙 뽑아 정리한 상황별 여행회화책. 각 챕터마

다 활용도 높은 여행 필수표현을 따로 정리하고, 챕터 끝에는 단어를 대체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패턴을 실었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주제별 필수 영단어’와 ‘미국영어 vs. 영국영

어’도 유용하다. 이 책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만든 <애니타임 포켓 여행영어> 

(304면│6,500원)도 편리하다.

영어지식ㆍ학습법

수학영어(2nd edition)
정창규 지음│152X225│352면│15,000원 

SAT·SSAT 대비 핵심 수학용어 총정리! 한국의 중1 과정에서 고3 과정까지, 핵심만 골라 

북미의 수학교과와 접목해서 기본용어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연습할 수 있다. 

2002년에 발간된 초판은 이미 많은 유학생과 유학 준비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

정판에는 초판에는 없었던 벡터(Vector) 부분을 추가했고, 캐나다 워털루대학 수학경시대회 

최신판을 실어 현지 수학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핵심 수

학용어를 바로 찾아 바로 쓸 수 있게 영한·한영 색인을 새로이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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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어휘

덩어리	VOCA	시리즈	

어휘력 향상과 상식·정보를 한 번에 얻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1석 3조 어휘책. 주제별로 묶어 한국어 단어로 찾을 수 

있게 구성하여 영단어 검색이 편리하며, 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어휘까지 동시에 찾을 수 있다. 단어의 

어원, 관련된 일화와 삽화, 사진을 함께 실어 언제든지 틈날 때 꺼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덩어리 VOCA-인간과 의식주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X245│496면│22,000원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인 『덩어리 VOCA-인간과 의식주』는 ‘인간’과 ‘의식주’ 2개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인간’은 인간의 몸, 인간의 마음, 생로병사, 질병과 부상이라는 4개 

Unit으로, PART 2 ‘의식주’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라는 3개 Unit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

리 생활과 밀접한 단어들을 총망라하여 보여주고 있다.

덩어리 VOCA-취미와 사회생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X245│328면│17,000원

『덩어리 VOCA–취미와 사회생활』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스포츠’, ‘취미와 놀이’, ‘사

회생활’이라는 3개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스포츠’와 PART 2 ‘취미와 놀이’에서

는 각종 스포츠 용어와 규칙 등을 자세하고 재미있게 정리했으며, PART 3 ‘사회생활’에서는 

관련 용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덩어리 VOCA-일상생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X245│416면│22,000원

『덩어리 VOCA-일상생활』은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계’, ‘일과’, ‘언어’, ‘소비’, ‘교통’, ‘통신’, ‘의료’, ‘공공시설’이라는 8개 Unit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해당 단어와 관계된 풍부한 사진자료와 이미지를 수록하여 학습자들

의 이해를 돕는다. 

덩어리 VOCA-국가조직과 경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X245│400면│22,000원 

시리즈 마지막 편인 『덩어리 VOCA–국가조직과 경제』는 4개 PART로 구성되었다. PART 

1은 ‘국가’라는 큰 줄기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PART 2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

법부라는 3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PART 3 ‘국방, 군사’와 PART 4 

‘경제와 산업’에서 다루는 전문용어 또한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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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말하기	영단어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 
Michihisa Tsukamoto 지음│128ⅹ197│584면│22,000원

원어민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콜로케이션을 집대성한 사전! 영국국립코퍼스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2,500단어를 표제어로 뽑아, 20,000

개의 콜로케이션을 사전식으로 구성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단어 콜로케이션과 문법 콜로케이션을 모두 수록, 이 책 하나로 영어 유창성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발음ㆍ청취

발음ㆍ청취	기본잡기

베이직 영어 발음·청취      
오경은 지음│188×242│272면│16,0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스타트 리스닝’ 20강│40,000원

잘못된 영어 발음 습관을 바로잡는 동시에 처음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한 발음·청취 교재. 풍부한 예시 어구를 통해 기본 자모음 발음에서부터 다양한 발음현

상, 복자음 발음법, 강세와 리듬까지 리스닝 분야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연습

문제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충분한 훈련이 가능하다.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조앤 김 지음│170×225│384면│15,000원(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랩으로 배우는 영어,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40강│60,000원(20강 기준)

일상생활의 동작과 관련된 단어부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까지, 말하기 필수 영단어 500개

를 비슷한 뜻으로 묶어 외우는 영단어책. 80개의 대표의미로 단어를 묶어 학습하고, 비슷한 

단어가 들어간 영단어랩 80곡을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뉘앙스 차이를 알고 쓰도록 유도

한다.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저자의 해설강의와 영어문장 음성파일, 그리고 영단어랩 80곡의 

MP3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MC조앤의 영단어 랩배틀’을 검색하

면 원어민 선생님과 랩퍼가 직접 참여하는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다.

일어나서 자기까지 영단어장   
Kiwa Arai·Katsuhiko Muto 지음│140X195│240면│12,000원(MP3 CD 1장 포함) 

영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헤매지 말고 생활에 필요한 영단어부터 시작하라! 영

어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알고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영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일어나서 자기까지 영단어장이 탄생했다. 이 단어장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까지의 자신의 행동이나 주위에서 흔히 보고 느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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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뉴스	듣기

VOA NEWS 쉽게듣기-발음적응편    
김일승 지음│182×234│200면│12,000원(MP3 CD 1장 포함)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청취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 VOA. 비교적 쉬운 단어와 

적절한 속도감으로 영어뉴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VOA 뉴스를 통해 주요 발

음 현상을 짚어보며 현지발음을 익힌다. 영어발음 청취 전문강사의 꼼꼼한 설명이 돋보이는 

VOA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 

김련희의 영어회화 발음&청취 사전   
김련희 지음│175×240│600면│28,000원(MP3 CD 2장 포함)

일반 영어학습자, 교사, 학자 모두에게 필요한 국내 최초의 ‘사전식’ 영어 발음·청취 학습서! 

발음·청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사전 기능과 발음·청취 트레이닝을 위한 워크북 

기능을 겸하고 있다.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회화문장(미국영어)을 다루고 있으며, 캐주얼한 

빠른 영어발음과 보통 속도의 발음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학습자부터 시트

콤, 영화, 뉴스 등 실용영어를 겨냥하는 일반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마우쓰로 영어하기   
조양호 지음│170X225│180면│12,800원(MP3 CD 1장 포함)

국내 유일의 스피치 전문가가 미국 스피치 클리닉 센터에서 쌓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한

국사람이 적용하기 쉽게 풀어낸 책. 3단계 마우쓰 트레이닝으로 영어의 입이 열린다.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소리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입각, 1단계에서 한국인이 어

려워하는 발음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정복하고, 2단계에서는 영어의 리듬을 탈 수 있게 연

음·강세·억양을 훈련하며, 3단계에서는 효과적인 7가지 말하기 트레이닝을 통해 토탈 말

하기 솔루션을 제공한다.

VOA NEWS 쉽게듣기-직청직해편   
김일승 지음 | 182×234│248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난이도에 따라 두 파트로 구성되어 총 50개의 뉴스 클립을 다루고 있는 VOA 시리즈의 두 번

째 교재.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 발음 현상과 리듬·강세를 다각도로 살

펴보며, 단계별 구성과 더불어 받아쓰기, 의미단위 끊어 읽기 코너를 통해 직청직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VOA NEWS 쉽게듣기-실전돌입편   
김일승 지음│182×234│216면│12,000원(MP3 CD 1장 포함)

1, 2권에서 학습한 발음 현상과 직청직해 노하우를 VOA 뉴스 전문을 듣고 적용해보는 실전

청취 훈련서. 4단계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다양한 토픽의 뉴스 기사를 완벽하게 듣고 핵심내

용과 주제를 파악해본다. 영어 뉴스 청취의 기초를 완성시켜주는 VOA 시리즈의 완결판.

	● 영어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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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살벌 로라쌤의 오늘부터 스피킹     
주은경 지음│170×225│272면│14,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을 잡아라’ 40강│60,000원(20강 기준)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콜로케이션, 구동사, 동의어, 이디엄, 회화 관용구 등 스피킹에 꼭 필요

한 소스만 골라 뽑은 말하기 영어 표현집.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표현과 300개의 생

생한 대화 예문을 실어 자연스레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필수발음 12개와 스피킹이 쉬워지는 필수문법 8가지도 제공한다. MP3 CD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살벌하게 가르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로라쌤의 음성강의도 실려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김명호·크리스 루이스 지음│165×257│576면│24,800원(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트위터+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20강│60,000원 

진짜 살아 있는 영어는 SNS에 있다! 토종 국내파 영어고수 김명호와 네이티브 영어 교사 크

리스가 전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며 얻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촘촘하고 유용한 영어 표현집을 펴냈다. 이제 책에서 끝나는 영어는 버려라. 간단

한 인사부터 날씨, 연애, 직장, 음악, 영화, 스포츠까지, 나의 하루를 전 세계 친구들과 공유하

며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보자.

미국 뉴스로 귀뚫어주는 여자     
다락원 편집부 편저│183×257│256면│13,500원(MP3 CD 1장 포함)

동영상 강의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40강│45,000원(20강 기준)

CNN이나 AFN보다 쉬운 VOA 뉴스로 발음·청취의 벽을 뛰어넘는 초급 리스닝 교재. 미국

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 중 흥미로운 뉴스 기사 40개를 선별하

여 구성하였다. 미국식 발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파원의 특성에 따라 영국 및 호주식 발음

이 등장하기도 한다. 뉴스 동영상과 MP3 파일이 담긴 CD를 제공한다.

미국 뉴스로 귀뚫어주는 남자     
Sun Kim 지음│183×257│256면│22,000원(테이프 6개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뉴스로 귀 뚫어주는 남자’ 60강│55,000원(20강 기준)

장안의 튀는 AFKN 강사 선킴의 족집게 리스닝 강의. 소설책 읽듯 미국 뉴스를 쉽고 재미있

게 학습한다. 뉴스 청취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 흥미로운 미국 뉴스 

23개를 선별하여 쉬운 해설로 뉴스 표현과 리스닝 포인트를 풀이했다.

표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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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첫걸음

내게는 특별한 스페인어를 부탁해      
조혜진 지음│188×257│264면│14,5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독학 스페인어 입문 학습자를 위한 첫걸음 교재.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발음부터 기초 문법 

사항을 저자의 친절한 설명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생생한 스페인

어 발음이 담긴 MP3 파일을 통해 스페인어 발음과 표현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법 설명으로 보다 쉽게 스페인어를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다양한 어휘와 일상적인 표현들을 수록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내게는 특별한 프랑스어를 부탁해      

이경자 지음│188×257│288면│17,0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 + 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프랑스어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 이번에는 꼭 프랑스어를 배

워 보리라 결심한 분들을 위한 독학용 프랑스어 첫걸음 교재로, 읽을거리, 들을 거리, 볼거리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로 보다 완벽하게 초급 프랑스어를 학

습할 수 있으며 생생한 프랑스어 발음이 수록된 MP3 파일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반복 

연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는 특별한 독일어를 부탁해      
서유경 지음│188X257│280면│17,0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내게는 특별한 독일어를 부탁해>는 초보 독학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독일어의 기초 구

문 및 문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초 독일어를 실제로 활용

할 수 있게 한 교재이다. 또한 학습 문법 사항을 현지 상황에 맞는 대화로 연출함으로써 학습 

표현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MP3 파일과 

유용한 표현을 엄선한 미니북을 통하여 독일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자 직강 동

영상 강의를 통 해 책에서의 문법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는 특별한 아랍어를 부탁해      

김재희 지음│188×257│280면│18,5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 + ‘쓰기노트’ 32면 + 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아랍어는 읽을 수 없다, 아랍어는 어렵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아랍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은 누구나 아랍어를 읽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랍어 첫걸음 교재다. 일반인의 눈높이

에 맞춰 엄선된 기초 문법과 구문을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MP3 파일을 통해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

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쉽게 알아보기 힘든 아랍어 글자를 

쓰기 노트를 통해 연습함으로써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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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특별한 인도네시아어를 부탁해      

황우중 지음│188×257│280면│18,5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까다로운 인도네시아어를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도네시아어 첫걸음 교재. 초보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상

황에 맞추어 문어체와 구어체 표현들로 대화를 구성하였고,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MP3 파일과 유용한 표현을 엄선한 미니북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 인도네시아어 학습자들이 인도네시아어의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내게는 특별한 베트남어를 부탁해      
윤선애 지음│188X257│264면│16,500원

(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업무상의 이유로, 혹은 학업을 위해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려 하지만 학원 수강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위한 친절하고, 체계적인 과외 선생님과 같은 베트남어 첫걸음 교

재이다. 초보 학습자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베트남어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학

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현지 상황을 적용한 대화에 학습 문법 사항을 

녹여 내어 학습한 표현을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자 직강 동영상 강

의를 통해 베트남어 문장 구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으며, 원어민의 발음과 성조

가 담긴 MP3 파일, 유용한 표현을 엄선한 미니북을 통하여 베트남어를 언제 어디서나 연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휘

내게는 특별한 스페인어 어휘를 부탁해   
조혜진 지음│150X210│416면│16,500원(MP3 CD 1장 포함)

기초 스페인어를 학습한 후 스페인어 어휘력을 늘리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

재다.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 2,000여 개를 선별하여 11개 주제로 분류, 제시하였

다. 용이한 학습을 위해 표제어와 예문은 MP3 파일로 제공하고 있고, 스페인어-한국어 색

인과 한국어-스페인어 색인을 부록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단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내게는 특별한 프랑스어 어휘를 부탁해   

이경자 지음│150X210│440면│16,500원(MP3 CD 1장 포함)

프랑스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프랑스어 어휘 교

재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 2,000여 개를 10개 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으로 표제어와 예문을 녹음한 MP3 파일을 통해 어휘와 짧은 구문 연

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발음에 익숙해질 수 있다. 또한 어휘 교재

에서 부족할 수 있는 문법 구문을 부록으로 제공하여 초·중급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구문 

학습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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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영상 강좌

회화

수험

비즈니스

발음·청취

문법·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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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NEW

아직도 영어 울렁증?

매일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실생활 영어가 가능하다!

쉽게 낭비하기 쉬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생활 영어 기초 표현을 배울 수 있다.

강사 따라 강남 가니?

강좌 하나에서 스타 강사를  
모두 만날 수 있다! 

SBS 스타킹 출연, EBS 설문 조사 1위, 팬 

카페 2만 명 보유한 화려한 이력의 메인 강사 

6인이 영역별 강좌를 맡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앞에만 서면 떨려?

원어민 강사, 미국 촬영 영상으로  
현지 리얼 영어를 경험하자!

쉐인의 마무리 어휘 강의, 미국 현지 촬영 영상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과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스타강사	7인의	초보탈출	영어과외	http://ten.darakwon.co.kr

영어 왕초보 탈출을 위해 내로라하는 스타강사 7인이 모였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한 학습으

로 영어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없애고 중급 실력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강좌다.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다.

강수 각 20강(총 240강)   수강료 58,000원/20강

강사 샤이니, 레이나, 홍주희, 신예나, 라이언 킴, 김태우, 쉐인 피터슨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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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강좌

영어 실력이 항상 제자리?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확실한 실력 향상을 보장한다!

기본 단계에서 심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일, 주 단위 관리 프로그램으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다. 

바빠서 학원 갈 시간조차 없다면?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자!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영어 공부가 따분하고 지루해?

재미있고 다양한 학습 모드로  
지루할 틈이 없다!

빈칸 채우기, 퀴즈 맞히기, 채팅 등 참여형 학습 

요소와 전자칠판, 크로마 촬영 등 다양한 동영상 

모드로 100%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

교재명  하루 10분! 생활 밀착 영어(총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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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15초	따라	하기	왕초보	영어	시리즈

15초 따라 하기 왕초보 영어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서미소랑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초급 회화할 때 알아야 할 기본 패턴을 구어체 문장 5개로 만들어 15초 

안에 입에 붙게 만드는 기특한 강좌! 아리랑TV 뉴스 앵커 서미소랑 

강사의 친근한 강의와 15초 반복 영상으로 회화 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교재명 영어회화 특급패턴 202

입모양으로	배우는	기초	영어	시리즈

입모양으로 배우는 기초 영어-1탄

입모양으로 배우는 기초 영어-2탄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알리샤(김태희)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정확한 발음을 몰라 말하기 공식으로 문장의 기본 뼈대를 잡고, 원어민 

입 모양 클로즈업 영상으로 영어 발음의 비법을 알려 주는 과정이다. 

정확한 발음을 몰라 답답했던 초급 학습자들의 발음 향상을 확실히 

도와준다.
교재명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손에	쥐는	영어	회화	200%	즐기기	시리즈	

손에 쥐는 영어 회화 200% 즐기기_초급편

손에 쥐는 영어 회화 200% 즐기기_중급편

손에 쥐는 영어 회화 200% 즐기기_미션편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나디아, 박소정, 김혜윤, Marion E. Hawkinson  

수준 초, 중,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영어로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강좌다. 초급편과 중급편에서는 

끊임없는 학습 동기 부여와 반복 말하기 연습으로 영어 말문을 틔우고, 

미션편에서는 100% 영어강의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
교재명  손에 쥐는 미국영어 - 기초회화 / 현지회화 

미션: 영어를 찾아라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	시리즈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_기초편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_회화편
강수 기초편 각 15강(총 30강), 회화편 20강   

수강료 60,000원/15강(기초편), 60,000원/20강(회화편)

강사 디바 제시카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아프리카TV 인기 영어 BJ 디바 제시카가 영어 말하기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 준다. 오랜 시간 영어에 손을 놓고 있었던 왕초보 학습자들의 영어 

말문을 열어 주는 강좌다.

교재명  힘내라 영어 첫걸음  
힘내라 영어 말하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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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쉬로	말하자	시리즈	

글로비쉬로 말하자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레이 한, Brian J. Stuart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말하기 전문가 레이한 선생님을 따라 영어보다 더 쉬운 영어로 말해보자!  

글로비쉬 이론 이해와 1500 단어를 활용한 다양한 문장 연습으로 세계인 

되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교재명 글로비쉬로 말하자 - 워크북

글로비쉬로 말하는 20일 회화

글로비쉬로 말하는 20일 Plus 회화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이윤진, 이지은, Richard Kim   수준 초급,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하루 6개의 패턴으로 세계인이 될 수 있다! Globish Pattern으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며 영어에 대한 감각과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는 

글로비쉬 실전 강좌다.

교재명 Globish 20일 회화

글로비쉬 VOCA로 쉽게 말하자 - 동사를 잡아라

글로비쉬 VOCA로 쉽게 말하자 - 수식어를 잡아라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이지은, 이윤진, Rich Scott-Ashe   수준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어휘를 엄선하여 영어로 막힘 없이, 

세련되고 풍성하게 세계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좌다.

교재명 글로비쉬 1500 워드 트레이닝

기막힌	Speaking	시리즈

기막힌 Speaking-Voca로 말문 터지기

기막힌 Speaking-요리조리 말하기

기막힌 Speaking-네이티브처럼 말하기
강수 각 20강(총 6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Michelle Lee, 홍주희, Rich Scott-Ashe   수준 초, 중,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말하기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스피킹 강좌. 수준별로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강좌로, 회화는 물론 영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도 접할 수 있다.
교재명 기막힌 Speaking-Voca로 말문 터지기
 기막힌 Speaking-요리조리 말하기 
 기막힌 Speaking-네이티브처럼 말하기

	● 동영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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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Say Say	시리즈

쉽게 말문이 터지는 Say Say Say

말하기가 저절로 되는 Say Say Say

Achieve English Fluency with Say Say Say
강수 각 40, 40, 20강(총 10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샤이니, 허미연, 멜리사 킴, 이정아, 이지은, Stuart Reece, 

Shane Peterson, Nollaig Walsh, Ed Foychuk, Jesse Watt 

수준 초, 중,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 다섯 명이 구문을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하며 영어 

말문이 트여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섀도잉으로 발음과 

억양을 향상할 수 있다.

왕초보	통영어	시리즈

왕초보 기 살리는 통영어 첫걸음

왕초보 기 살리는 통 생활영어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샤이니, 황은익   수준 입문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영어 왕초보들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어식단을 제공하는 강좌다. 

정확한 발음법, 테마별 필수 단어, 초간단 회화, 왕기초 문법까지, 꼭 

필요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왕초보 맞춤 영어 스케줄을 따라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기초 영어 레슨

반복의	힘,	쉬운	영어	말하기

반복의 힘, 쉬운 영어 말하기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김보미, Peter Nam Bint, Melanie Buckley, Sarah Edge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쉬운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강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외국어 습득에는 반복 이상의 왕도는 없다. 간결하게 구성된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다 보면 말문이 저절로 트인다. 

교재명  반복의 힘, 쉬운 영어 말하기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	시리즈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기분 표현하기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주변 묘사하기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Kristen Cho, Brian Rhee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혼자 했던 생각들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생활 밀착형 강좌. 온종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문장들과 주변 상황을 관찰하며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을 혼잣말로 연습할 수 있다.

교재명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 
-기분 표현하기 Inside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 
-주변 묘사하기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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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강좌

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을	잡아라	시리즈

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을 잡아라 - 전치사편

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을 잡아라 - 동사·부사편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주은경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아는 단어만으로도 원어민처럼 세련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원어민이 

관용적으로 결합해서 쓰는 콜로케이션을 익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강좌다.

교재명  달콤살벌 로라샘의 오늘부터 스피킹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황은익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습관을 7가지로 정리하고, 그 습관을 

효과적으로 훈련해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강좌. 어려운 문법을 

다 외울 필요 없이 7가지 말하기 습관만 익히면 원어민 같은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교재명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랩으로	배우는	영어,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랩으로 배우는 영어,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김은정, 서바울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당신은 wake up과 get up의 차이를 아는가? 언뜻 비슷하게 보여도 

뉘앙스 차이를 모르면 평생 영어 왕초보를 면할 수 없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비슷한 말을 모아 랩으로 구성하여, 

이를 따라 하면서 어휘를 암기할 수 있게 한 신개념 강좌다.

교재명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체험!	영어	25시	시리즈

체험! 영어 25시-일상생활편

체험! 영어 25시-현지체험편
강수 각 40강   수강료 45,000원/20강

강사 세라 한, Lance Barton, 김신한, Steve Hatherly 

수준 초급,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딱 하루만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365일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작된 강좌. 간단하고 짧은 대답 수준을 넘어 

외국인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실력을 키워준다.

교재명  체험! 미국생활 영어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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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시리즈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LC start-up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RC start-up
강수 각 40강(총 8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윤우(LC), 이상미(RC)   수준 초급(기초)   강의구성 동영상, HTML 

new 토익 500~600점 이상을 목표로, 토익 LC/RC 파트별 주요 빈출 

문형을 익혀 new 토익의 기본을 다지는 강좌다.

교재명  맨처음 토익 LC 
맨처음 토익 RC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LC basic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RC basic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승혜(LC), 이용재(RC)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new 토익 600~650점 이상을 목표로, 토익 LC/RC 파트별 유형과 

요령을 익히는 강좌다. 강의 외 LC는 받아쓰기를, RC는 틀린 곳 고치기를 

제공하여 청취와 문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재명 TNT TOEIC Basic (Third Edition)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LC intensive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RC intensive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승혜(LC), 이용재(RC)   수준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new 토익 700~750점 이상을 목표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강좌다. 

LC는 20일간 매일 Part I에서 IV까지 문제를 풀고, RC는 매일 Part V와 

장문 Part VI, 또는 Part VII 문제를 풀도록 하여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TNT TOEIC Intensive (Third Edition)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LC Actual Test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RC Actual Test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승혜(LC), 이용재(RC)  수준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new 토익 LC 실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접하여 new 토익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강좌다. 강좌별로 모의고사 2회분을 집중적으로 풀이한다.

교재명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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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만점	트레이닝	시리즈

TOEIC SPEAKING 만점 트레이닝 파트별 공략편

TOEIC SPEAKING 만점 트레이닝 실전편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이민정, 김경아   수준 초,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표현만을 잔뜩 익히거나 만점 답안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닌, 좋은 

점수로 직결되는 나만의 답변 만들기 프로세스를 익히는 특별한 강좌다.

교재명 TOEIC SPEAKING 만점 트레이닝

	● 동영상	강좌

OPIc Punch	시리즈

OPIc Punch to IM2 기본기 쌓기 

OPIc Punch to IM2 내공 다지기

OPIc Punch to IH 기본 전략편

OPIc Punch to IH 고급 전략편
강수 각 20강(총 8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내령   수준 초중급,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OPIc 비법과 실력을 동시에 득템하는 강좌로 OPIc 전문 강사 이내령 

선생님과 함께 OPIc IM2, IH 레벨 정복은 물론이고, 영어 말하기 

실력까지 단단히 다질 수 있다.

교재명 OPIc Punch IM2 공략 
 OPIc Punch IH 공략 

최강의	TEPS	가이드!	The	TEPS	시리즈

최강의 TEPS 가이드! The TEPS LC 

최강의 TEPS 가이드! The TEPS RC
강수 각 20강, 40강(총 60강)   수강료 ５5,000원/20강 

강사 김태희(LC), 이용재(RC)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TEPS 유형을 익히고 문제를 푼 다음, 강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TEPS 학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실전 문제를 학습하고 강사가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파트별로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The TEPS LC / RC

TOEFL	토플

Smart TOEFL iBT Basic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성은지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초급 학습자에게 딱 맞춘 문제풀이 비법과 요령을 전하는 강좌다. 초급 

학습자가 iBT 토플 4개 영역의 각 문제 유형에 적응하고 6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교재명 Smart TOEFL iBT Basic Boo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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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한국인이	많이	하는	이메일	영어	실수	시리즈

한국인이 많이 하는 이메일 영어 실수–실전편

한국인이 많이 하는 이메일 영어 실수–유형편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최경은, Keith Kim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알아보고 올바른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강좌다. 더불어 

다양한 주제별 핵심 표현을 배워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한 영어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돕는다.
교재명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Biz English Skill Up	시리즈

Biz English Skill Up–General

Biz English Skill Up–Practical

Biz English Skill Up–International
강수 각 20강(총 6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리사 윤, 전재희, 김혜정, Brian   수준 초, 중,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효율적인 업무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영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되어 줄 

강좌다. 실용적인 주제와 내용, 비즈니스 팁까지 비즈니스 영어의 모든 

것을 담았다. 교재명 General Business
 Practical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

기본	실무	영어	시리즈

승무원을 위한 기본 실무 영어 

간호사를 위한 기본 실무 영어
강수 각 24강   수강료 60,000원/24강

강사 김태희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인 승무원과 간호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효율적인 강좌다. key expressions 중심으로 ‘영어 능력자’ 김태희 

강사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실무에 필요한 기본 표현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교재명 Real English for Cabin Crew 기본편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비즈니스	말하기

스티브 잡스처럼 말하자
강수 2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안미정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스티브 잡스의 실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활용하여 쉽고 유용한 

프레젠테이션 영어를 배우는 강좌다. 프리젠테이션 필수 표현을 

학습하고, 스티브 잡스가 직접 사용했던 표현은 물론 효과적인 전달 

스킬과 프레젠테이션 팁까지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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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강좌

정말 쉬운 Biz English
강수 30강   수강료 60,000원/15강

강사 니콜(정휴정)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비즈니스 영어가 어렵고 딱딱해서 부담스러운 학습자를 위한 쉬운 

비즈니스 영어 강좌. 말 그대로 정말 쉽지만 필수적인 표현만으로 

구성하여 위축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의 물꼬를 터 준다.

교재명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 2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템플릿	시리즈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이메일 템플릿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전화 템플릿 
강수 각 40강(총 8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세리나 황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HTML

명료한 최강 표현으로 짜인 이메일/전화 템플릿을 EBS 미녀 강사 세리나 

선생님과 함께 완벽히 마스터하는 강좌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든든한 매뉴얼 E-Sourcebook도 제공한다.

교재명  비즈니스가 쉬워지는 주말 영어 특강 
-전화 영어 / 이메일 영어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	시리즈

비즈니스 주말영어특강-전화영어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이메일 영어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회의 토론 영어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프레젠테이션 영어
강수 각 20강(총 80강)   수강료 40,000원/20강 

강사 신예나(전화, 이메일), 케일럽 한(회의 토론), 유배균(프레젠테이션)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바쁜 직장인들이 단기간 내에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4주 완성 

주말 학습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필수 영어 시리즈다. 영어로 업무와 

관련된 전화, 이메일, 회의 토론,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영어 표현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비즈니스가 쉬워지는 주말 영어 특강 
-전화 영어 / 이메일 영어 /  
프레젠테이션 영어 / 회의·토론 영어

인터뷰	영어

면접관을 사로잡는 인터뷰 영어
강수 20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이승환, Thomas St. John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영어 인터뷰에 등장하는 단골 질문과 주요 표현들을 학습하고, 모델링 

학습자들의 모의 인터뷰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좌다. 취업 전문 강사의 특강을 통해 유익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재명 면접관을 사로잡는 인터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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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뉴스로 귀 뚫어 주는 여자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임수진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30초 내외의 쉬운 VOA 뉴스로 학습하는 청취 강좌다. ‘발음 및 구문 

분석’이라는 ‘나무’와 ‘뉴스 주제 잡기’라는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강의 

구성으로, 자칫 ‘나무’에만 치중하기 쉬운 초급 청취의 균형을 잡아 준다.

교재명 VOA News 쉽게듣기-직청직해편

1분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임수진, Rich Scott-Ashe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영어 청취의 기본을 다지고 싶은 입문 및 초급 학습자를 위한 강좌다. 

쉽고 재미있는 1분짜리 Voice of America의 뉴스를 엄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영어 뉴스가 어렵다는 고정 관념을 타파한다.

교재명 1분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강수 40강   수강료 45,000원/20강 

강사 이민정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뉴스를 청취 훈련 학습 자료로 쉽게 구성하여 초급 학습자들이 나도 뉴스 

청취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뉴스 청취 학습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강좌다. 

교재명 미국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발음ㆍ청취

Global 뉴스로 귀 뚫어 주는 여자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임수진, Rich Scott-Ashe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고 유익한 소식을 영어 뉴스로 접한다. 이를 

통해 상식과 배경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뉴스에 등장하는 실생활 

맞춤형 영어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Global 뉴스로 귀 뚫어주는 여자

귀	뚫어주는	청취	강좌	시리즈

귀 뚫어주는 여자-기본 발음편

귀 뚫어주는 남자-발음 현상편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이지은, 이현석   수준 입문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청취의 기본이 되는 영어 발음 학습을 통해, 말하기 실력까지 향상하고자 

하는 입문 및 초급 학습자를 위한 강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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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ㆍ작문

스포츠	영어

야구로 배우는 영어, All about MLB!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안젤라 박, Thomas St. John   수준 중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5

MLB에 관한 흥미진진 다양한 정보, 궁금했던 용어, 역사 속 명경기, 

전설의 선수 등, MLB의 모든 것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강좌다. 매 차시 

All about MLB!라는 MLB 전문 영어 매거진이 펼쳐진다.

친절한	영문법	/	친절한	영작문	시리즈

친절한 영문법

친절한 영작문
강수 각 20강(총 40강)   수강료 40,000원/20강 

강사 김정호   수준 입문   강의구성 동영상, HTML

기초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진짜 기본 영어 강좌. 

영문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영문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 

전문가 김정호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영문법과 영작문을 가르쳐준다.

교재명 베이직 영문법 / 베이직 영작문

한국인이	많이	하는	영어	실수

한국인이 많이 하는 영어 실수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Shane Peterson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우리말로 듣는 원어민 선생님의 진짜 영어 강의!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해 

봤을 법한 실수들’만을 모아 올바른 영어표현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그 

표현을 응용한 문장까지 한 번에 학습하는 강좌다.

교재명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TOP 70
 영어 실수 바르게 고치기

	● 동영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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