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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교재 및 스크린 영어

중
급

고
급

입
문
•
초
급

회화

People and Life 1∙2

People and Life 3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2

Practical English Training 1∙2

Speaking for Everyday Life 1∙2 (2nd Edition)

English Speaking Basics 1∙2 English 
Communication PLUS

Focus on English 
Speaking

Global English

English Communication 1∙2 (2nd Edition)

Communicative English 1∙2 Easy Campus English 1∙2 Practical Campus English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시리즈

General Business
Practical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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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듣기 스크린 영어특수목적영어 (ESP)

Olive Green English A1

Olive Green English A2

Olive Green English B1

Olive Green English B2

Listening & Speaking BUILDUP 1∙2

Reading for Everyday LifeReal English for Careers 기본편 시리즈

Fresh Start ReadingAirline Service and Travel English

Analytical Readings in EnglishReal English for Careers 기본편 시리즈

Olive Green English C1Real English for Careers 실무편 시리즈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시리즈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시리즈

Air Travel and Tourism
Hospitality

Health Science

Cabin Crew
Hotel Staff

Nurses
Tour Guides

Cabin Crew / Hotel Staff / Nurses 경영학 /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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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TOEIC Speaking

중
급

고
급

입
문
•
초
급

TOEIC

수험서

독학 토익 실력 높이기 개정판 LISTENING ∙ READING TOEIC SPEAKING 만점 
Training

OPIc PUNCH IM2 공략 
개정판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1∙2 TOEIC SPEAKING 만점 
Actual Test

OPIc PUNCH IH&AL 
공략 개정판

맨처음 토익 LC 개정판독학 토익 기초 세우기 개정판 LISTENING ∙ READING

TNT TOEIC Intensive (3rd Edition)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TOEIC 절대어휘 3000

TNT TOEIC Basic (3rd Edition)참 쉬운 토익 입문편 참 쉬운 토익 기본편

맨처음 토익 RC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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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영어

강의용 교재

회화

특수목적영어 (ESP)

읽기•듣기

수험서

TOEIC

TOEIC Speaking

OPIc

스크린 영어

Olive Gree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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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Life 1 

Unit 1 Introducing Myself
Unit 2 My Family and Friends
Unit 3 Things
Unit 4 Daily Life
Unit 5 Pastimes and Weekends
Unit 6 Directions
Unit 7 Shopping
Unit 8 Food
Unit 9 Body and Health
Unit 10 Work and Jobs
Unit 11 Experience
Unit 12 Plans

People and Life 2 

Unit 1 These Days
Unit 2 Then and Now
Unit 3 People I Know
Unit 4 Different Cultures
Unit 5 A Slice of Life
Unit 6 Famous People
Unit 7 Accidents
Unit 8 What would you do?
Unit 9 Innovators
Unit 10 Gadgets and Technology
Unit 11 I’m Stressed.
Unit 12 Big Life Changes

People and Life 3 

Unit 1 Life and Learning
Unit 2 Stress
Unit 3 Entertainment
Unit 4 Conflict
Unit 5 Fashion and Personal Style
Unit 6 Immigration and Life Abroad
Unit 7 Dating
Unit 8 Traffic
Unit 9 The Environment and Volunteer Work
Unit 10 Fine Arts
Unit 11 Healthy Life Habits
Unit 12 Lucky Me!

강의용 교재 ㅣ 회화8

성인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단계별 영어 회화 교재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주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액티비티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코너

People and Life 1

People and Life 2

People and Life 3

People and Life 4 (근간)

Jack McBain 지음│213X274│152면│14,000원 (MP3 실시간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NEW  People and Life 시리즈

2018 영어 도서목록 본문 최종.indd   8 2018-02-22   오후 12:50:32



Warm-up

Conversation, Vocabulary, Grammar

Wrap-up

Reading, Vocabulary, Writi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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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ommunication 1 (2nd Edition) 

Unit 1 It’s nice to meet you.
Unit 2 What are you doing now?
Unit 3 Where is it?
Unit 4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school?
Unit 5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mily?
Unit 6 What do you like?
Unit 7 What’s he like?
Unit 8 What does she look like?
Unit 9 I can do it.
Unit 10 What did you do yesterday?
Unit 11 I had long hair when I was young.
Unit 12 How about going out tonight?
Unit 13 I want to see a movie.
Unit 14 What’s the matter?
Unit 15 I will take a trip this summer.
Unit 16 I want to be a businesswoman.

English Communication 2 (2nd Edition) 

Unit 1 It’s been a long time.
Unit 2 What are you doing now?
Unit 3 How do you cook beef stew?
Unit 4 What does it look like?
Unit 5 I want good quality and a low price.
Unit 6 Allen is taller than Eric.
Unit 7 Have you ever traveled to Guam?
Unit 8 I’d love to see an action movie.
Unit 9 When you meet your friends, what do 

you usually do?
Unit 10 If I join a gym, I can get in shape.
Unit 11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Unit 12 I know what the answer is.
Unit 13 Could you help me for a minute?
Unit 14 It’s a Korean custom.
Unit 15 My sister’s music is too loud!
Unit 16 It was built last year.

English Communication PLUS

Unit 1 Meeting People
Unit 2 Daily Activities
Unit 3 School Activities
Unit 4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Unit 5 Travel
Unit 6 Looks and Clothes
Unit 7 Technology
Unit 8 Hopes and Dreams
Unit 9 Social Life
Unit 10 Habits
Unit 11 Instructions and Rules
Unit 12 Foreign Cultures
Unit 13 The Internet
Unit 14 Jobs

강의용 교재 ㅣ 회화10

 English Communication(2nd Edition) 시리즈HOT

정통 기초 영어 회화 교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생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화문

 한국인이 잘 모르는 부분과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집중 분석

 1, 2권에 비해 어휘와 표현, 그리고 리스닝 액티비티 등이 더욱 강조된 English 

Communication PLUS

English Communication 1 (2nd Edition) 
Michael A. Putlack, Kum-bae Cho 지음│210X277│184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2 (2nd Edition) 
Michael A. Putlack, Kum-bae Cho 지음│210X277│184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PLUS 

Michael A. Putlack, Kum-bae Cho 지음│210X277│176면│13,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

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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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Get Ready

Conversation, Focus, Listen

Let’s ReadLet’s Practice Pronunciation, Sentence Patterns

How to Pronounce Each Sou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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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for Everyday Life 1 
(2nd Edition) 

Unit 1 Meeting People
Unit 2 Everyday Life
Unit 3 Asking for Directions
Unit 4 Entertainment and Leisure
Unit 5 Holidays and Family
Unit 6 Dating
Unit 7 Phones and Text Messages
Unit 8 Jobs
Unit 9 Let’s Eat
Unit 10 Shopping and Fashion
Unit 11 Weather and Seasons
Unit 12 Sports and Injuries

Speaking for Everyday Life 2 
(2nd Edition) 

Unit 1 Back to School
Unit 2 Family Matters
Unit 3 Future Plans
Unit 4 Important Events
Unit 5 Travel
Unit 6 Health and Diet
Unit 7 Where Is It?
Unit 8 Korean Culture
Unit 9 Feelings
Unit 10 Telling Tales
Unit 11 Noisy Neighbors
Unit 12 Study and Work Abroad

Writing Activity,  
Wrap-It-Up Questions

강의용 교재 ㅣ 회화12

한국 대학생을 위한 영어 회화 교재

 국내 대학에서 10년 이상 영어 수업을 담당한 원어

민 저자들의 노하우

 실제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화문

 필수 어휘, 상황별 표현, 기본 문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Speaking for Everyday Life 1 (2nd Edition) 

Scott Fisher, Brian Stuart 지음│210X277│128면│13,000원 (오

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Speaking for Everyday Life 2 (2nd Edition) 

Scott Fisher, Brian Stuart 지음│210X277│136면│13,000원 (오

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Speaking for Everyday Life(2nd Edition) 시리즈HOT

Conversation, Class Activity, Listening Activity,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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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 

Unit 1 It’s nice to meet you.
Unit 2 I’m writing this report now.
Unit 3 Where is my calculator?
Unit 4 I finish work around six o’clock.
Unit 5 John manages the office.
Unit 6 Can you design a webpage?
Unit 7 What does she look like?
Unit 8 I stayed at the office late last night.
Unit 9 I like to meet new customers.
Unit 10 Could I please get the day off tomorrow?
Unit 11 I have to talk to him.
Unit 12 I will attend a conference.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2 

Unit 1 Your name is Soohee, right?
Unit 2 How about going there with Amy?
Unit 3 There are more than twenty restaurants.
Unit 4 Please make some copies of these documents.
Unit 5 Our brochure looks nicer than this one.
Unit 6 When we both agree, we sign a contract.
Unit 7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Unit 8 She ordered something because it was on sale.
Unit 9 I’ve worked with a lot of different programs.
Unit 10 What does it look like?
Unit 11 May I have a personal day next week?
Unit 12 She’s both kind and considerate.

13

직장 생활에 필수적인 영어 표현들로 이

루어진 비즈니스 영어 회화 교재

 직장인 및 예비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어 

표현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화

 서구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너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2 
Michael A. Putlack, Issac Durst 지음│210X277│120면│12,000
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시리즈 Speaking for Everyday Life(2nd Edition) 시리즈HOT

Western Business Culture

Conversation, Expand You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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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ve English 1  

Unit 1 Greetings
Unit 2 Family
Unit 3 Campus life
Unit 4 Shopping
Unit 5 Asking for Directions
Unit 6 At a Movie Theater

Review Test 1
Unit 7 On the Telephone
Unit 8 At a Restaurant
Unit 9 Money
Unit 10 Weather
Unit 11 Job Interview
Unit 12 Sports and Injuries

Review Test 2

Communicative English 2  

Unit 1 Sports and Exercise
Unit 2 Customs and Holidays
Unit 3 Business
Unit 4 Study Abroad
Unit 5 Leisure Time
Unit 6 Future Plans

Review Test 1
Unit 7 Transportation
Unit 8 Feelings
Unit 9 Technology
Unit 10 At the Hospital
Unit 11 A Great Personality
Unit 12 Complaints

Review Test 2

Warm Up, Vocabulary, Conversation, Speak Out

Listen In

강의용 교재 ㅣ 회화14

초급 수준의 영어 회화 교재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회

화 표현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액티비티

 대화문의 주제를 응용한 리스닝 및 리딩 스킬 연습

Communicative English 1

Communicative English 2 

강평순, 김기수, 김상현, 원유경, 정원돈 지음│210X277│120면│

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Communicative English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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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Reading

Conversation, Grammar, Vocabulary

15

영어로 소통하는 캠퍼스 라이프

 대학 신입생이 캠퍼스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토픽

 Four Skills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와 문법 스킬을 집

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pair/group 

활동

Easy Campus English 1

Easy Campus English 2 

Carla Louisa Schmitz 지음│210X277│120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asy Campus English 시리즈

Easy Campus English 1  

Unit 1 Greetings and Introductions
Unit 2 Course Registration
Unit 3 School Facilities
Unit 4 Joining Clubs
Unit 5 College Cafeteria
Unit 6 Describing New Friends

Review Test 1
Unit 7 Home and Away
Unit 8 The Weekend
Unit 9 Problems
Unit 10 Then and Now (Changing Habits)
Unit 11 Preparing for Exams
Unit 12 Vacation Plans

Review Test 2

Easy Campus English 2  

Unit 1 Volunteering
Unit 2 Chores
Unit 3 Campus Life
Unit 4 Health
Unit 5 Impressions
Unit 6 Cultural Exchange

Review Test 1
Unit 7 Debating
Unit 8 Money and Finance
Unit 9 Dreams
Unit 10 Communicating
Unit 11 Dating
Unit 12 Careers

Review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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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peaking Basics 1  

Unit 1 Meeting and Greeting People
Unit 2 Family
Unit 3 Home
Unit 4 Friends and Dating
Unit 5 Hobbies and Pastimes
Unit 6 Personalities

Review Test 1
Unit 7 Feelings and Emotions
Unit 8 Clothing
Unit 9 Food
Unit 10 Shopping
Unit 11 Describing People
Unit 12 Money and Banking

Review Test 2

English Speaking Basics 2  

Unit 1 Transportation
Unit 2 Living in the City
Unit 3 Weather
Unit 4 Travel
Unit 5 Hotels
Unit 6 The Office

Review Test 1
Unit 7 Careers
Unit 8 Education and Student Life
Unit 9 Computers
Unit 10 The Human Body
Unit 11 Doctors and Medicine
Unit 12 The Environment

Review Test 2

Conversation, Conversation Building, Grammar Check

Read and Respond, 
Listening Task

강의용 교재 ㅣ 회화16

회화 실력과 듣기 실력을 동시에

 스피킹과 리스닝의 연계 학습

 한국인이 혼동하기 쉬운 발음들을 상세히 설명

 사진 문제, OX 문제, 딕테이션 등 듣기에 특화된 문

제

English Speaking Basics 1

English Speaking Basics 2 
Moya Marks 지음│210X277│128면│12,000원 (MP3 CD 1장 포

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Speaking Basics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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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English Training 1  

Unit 1 The First Day of College
Unit 2 Choosing Subjects
Unit 3 Course Registration
Unit 4 Taking Classes
Unit 5 Classmates & Roommates
Unit 6 Assignment

Review 1
Unit 7 Preparing for Exams
Unit 8 Tests & Grades
Unit 9 Presentation & Discussion
Unit 10 Joining Clubs
Unit 11 School Facilities
Unit 12 Vacation Plans

Review 2

Dictation Practice

Practical English Training 2  

Unit 1 New Semester
Unit 2 School Festivals
Unit 3 Preparing for Contest
Unit 4 Falling in Love
Unit 5 Emailing & Telephoning
Unit 6 Volunteering

Review 1
Unit 7 Field Trip
Unit 8 Studying Abroad
Unit 9 Trend & Fashion
Unit 10 Job Hunting 1
Unit 11 Job Hunting 2
Unit 12 Graduation

Review 2

Dictation Practice

Key Expressions, Key Pattern Practice

Build-up 
Activities, 
Speaking 
Practice

17

패턴 학습을 통한 중요 표현 정복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표현들을 패턴화

 다양한 패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 활동

 반복 학습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중요 표현들을 

습득

Practical English Training 1

Practical English Training 2 
Seung-yoab Kwak 지음│210X277│128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Practical English Training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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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교재 ㅣ 회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을 위한 실용 영어 교재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교재

 방대한 양의 연습 문제와 과제 제출용 워크시트, 그리고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글 

번역

 토익 Listening Comprehension 대비가 가능한 리스닝 문제

Practical Campus English 
Soonhyang Lee 지음│210X277│104면│10,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Practical Campus English

Practical Campus English

Chapter 1 Nice to meet you!
Chapter 2 Family
Chapter 3 My House
Chapter 4 Numbers
Chapter 5 My Schedule
Chapter 6 May I try this on?
Chapter 7 Would you like to order now?
Chapter 8 Where am I?
Chapter 9 My spare time
Chapter 10 My party
Chapter 11 My computer
Chapter 12 Transport

Worksheet

Reading, Listening

Vocabulary

Activiti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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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한 3단계 학습법

 대화문 학습과 듣기 테스트, 그리고 응용 학습으로 구성된 3단계 학습법

 스피킹과 연계된 어휘, 문법, 발음 등에 관한 학습 코너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pair/group 활동

Focus on English Speaking 
John Breedlove, Heather Kim 외 지음│210X277│144면│13,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

로드)

Focus on English Speaking

Focus on English Speaking  

Unit 1 New People in My Life
Unit 2 My Family
Unit 3 From Day to Day

Review Unit 1~3
Unit 4 I Like That, Too!
Unit 5 The Way We Were
Unit 6 Do You Have Any Plans?

Review Unit 4~6
Unit 7 Someone Special
Unit 8 Shop till You Drop.
Unit 9 I’m Ready to Order.

Review Unit 7~9
Unit 10 I Had a Great Time.
Unit 11 Keep the Body Fit and Be Happy!
Unit 12 Just Friends?

Review Unit 10~12

Reading, Writing Focus on, Listen Up

Getting Read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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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교재 ㅣ 회화

Global English
회화와 문법의 콜라보레이션

 친숙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 표현

 회화 실력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 설명

 토익 스타일의 리스닝 문제

Global English 
Tom Giammarco, Samuel Ohune Kwon 지음│210X277│128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

료 다운로드)

TOEIC Listening Practice,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Conversation, 
Comprehension Check-up,

Grammar

20

Global English  

Unit 1 School Life
Unit 2 Home Life
Unit 3 Food
Unit 4 Entertainment

Review Unit 1-4
Unit 5 Sports
Unit 6 Health
Unit 7 Travel
Unit 8 Jobs

Review Unit 5-8
Unit 9 Feelings
Unit 10 Party
Unit 11 People
Unit 12 Shopping

Review Unit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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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Part 1 영어강의 7단계 수강전략

1. 경영학의 과목체계

2. 영어강의 두려움 극복하기

3. 강의실 영어표현 익히기

4. 영어 발표하기

5. 질의응답 및 토론하기

6. 영문 에세이 쓰기

7. A+ 학점 얻기

Part 2 주제별 영어강의

Topic  1 Functions of Management

Topic  2 Entrepreneurship

Topic  3 Business Ownership

Topic  4 Busines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opic  5 Strategy Preparation

Topic  6 Life Cycle Analysis

Topic  7 Organizational Behavior

Topic  8 Accounting

Topic  9 Money Matters in Business

Topic  10 Securities

Topic  11 Essentials of Marketing Today

Topic  12 Branding

Topic  13 Productions and Operations

Topic  14 International Trade

Topic  15 Business Law

Topic  16 Business Economics

화학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Part 1 학습 전략

Step 1 화학의 주요 내용

Step 2 강의실에서 쓰는 영어표현

Step 3 영어강의 잘 이해하기

Part 2 주제별 영어강의

Chapter  1 Stoichiometry and Chemical Reactions

Chapter  2 Thermochemistry

Chapter  3 Atomic Structure

Chapter  4 Nuclear Chemistry

Chapter  5 Bonding

Chapter  6 A Look Across the Periodic Table

Chapter  7 Gases

Chapter  8 Solids and Liquids

Chapter  9 Properties of Solutions in Chemistry

Chapter  10 Chemical Kinetics

Chapter  11 Equilibrium

Chapter  12 Acids, Bases and Neutralization Reactions

Chapter  13 Spontaneity

Chapter  14 Electrochemistry

Chapter  15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Chapter  16 Transition Metals and Coordination Chemistry

21

영어강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그만

 영어강의에 대한 두려움은 반으로, 학점은 2배로 높

여주는 영어강의 노트

 분야별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필진

 유학 준비생 및 토플 수험생을 위한 필수 코스

경영학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허명수, 조대연, 이관희, Abraham Lee, Scott Lincoln 지음│

188X257│392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

드)

화학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David G. Churchill, Melvyn R. Churchill, 이관희, 김기봉 지음│

188X257│400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

드)

영어강의 이렇게 준비하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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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시리즈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꼭 맞춘 비즈니스 영어 코스북

 일상적인 비즈니스 업무 처리에 필요한 필수 영어 표현들로 구성된 General 

Business (비즈니스 일상 영어)

 프레젠테이션, 회의, 보고 등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표현들로 구성된 Practical 

Business (사내 실무 영어)

 무역 거래와 같은 대외적인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표현들로 구성된 International 

Business (비즈니스 국제 영어)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General Business 

Giovanna Kim 지음│210X275│192면│13,5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Practical Business 
차형석 지음│210X275│192면│13,5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International Business 
차형석 지음│210X275│192면│13,5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Vocabulary & Expressions, Vocabulary Check-Up
General Business 

Part 1 비즈니스 전화

Part 2 사무실에서의 일상 업무

Part 3 방문객 맞이하기

Part 4 해외 출장

Part 5 비즈니스 이메일

Practical Business 

Part 1 비즈니스 회의

Part 2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Part 3 효율적인 업무 진행

Part 4 효과적인 의사 표현

Part 5 비즈니스 이메일

International Business 

Part 1 국제 무역

Part 2 협상

Part 3 마케팅

Part 4 재정 및 금융

Part 5 비즈니스 이메일

강의용 교재 ㅣ 회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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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Conversation, Pattern Practice

Let’s Speak, Listen-up

Wrap-up Practic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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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nglish for Cabin Crew 기본편

Unit 1 Making Reservations and Checking In
Unit 2 In the VIP Lounge and at the Boarding 

Gate
Unit 3 Boarding
Unit 4 Preparing for Takeoff
Unit 5 After Takeoff
Unit 6 Meals
Unit 7 In-Flight Sales and Documents
Unit 8 On-Board Entertainment
Unit 9 Sicknesses in the Air
Unit 10 Passenger Complaints
Unit 11 Preparing to Land
Unit 12 Landing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기본편

Unit 1 Answering Questions about Hotels
Unit 2 Reservations
Unit 3 Check-in Service
Unit 4 Giving Essential Information about 

Hotel Services
Unit 5 Giving Local Information
Unit 6 Restaurant & Bar Service
Unit 7 Hotel Facilities
Unit 8 Room Service
Unit 9 Housekeeping Service
Unit 10 Mistakes and Complaints
Unit 11 Helping Guests
Unit 12 Checkout Service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Unit 1 Taking Reservations on the Phone
Unit 2 Receiving Patients
Unit 3 Checking the Conditions of Patients
Unit 4 Giving Directions in and out of Buildings
Unit 5 Examinations I
Unit 6 Examinations II
Unit 7 Giving Orientation about Hospitalization
Unit 8 Taking Care of Patients
Unit 9 Discussing Medication
Unit 10 Reassuring Patients and Guardians
Unit 11 Discharging Patients
Unit 12 Handling Calls from Discharged Patients

강의용 교재 ㅣ 특수목적영어 (ESP)24

예비 전문인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실무 영어 교재

 항공, 호텔, 간호, 관광 분야의 예비 전문가들을 위한 필수 영어 코스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화문

 초급자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쉽고 흥미로운 액티비티

Real English for Cabin Crew 기본편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기본편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Real English for Tour Guides 기본편 

Michael A. Putlack, 김진숙, 다락원 ESP 연구소 지음│210X277│128면│14,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Careers 기본편 시리즈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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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nglish for Tour Guides 기본편

Unit 1 Handling Guests
Unit 2 Explaining about Travel Products
Unit 3 Meeting Tourists at Airports
Unit 4 Giving Tourists an Orientation on 

the Bus
Unit 5 Local Restaurants
Unit 6 Hotels
Unit 7 Traditional Architecture
Unit 8 Museums
Unit 9 Performances
Unit 10 Cultural Experiences
Unit 11 Shopping
Unit 12 Seeing Tourists Off at Airports

Warmup, Vocabulary, Warmup Listening

Conversation, Key Expressions, Basic Drills, Buildup Activities

Job Simulation

Reading & Listening, 
Tips & Tip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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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nglish for Cabin Crew 실무편

Unit 1 Greeting during Boarding
Unit 2 Carry-On Items & Special Passengers
Unit 3 Seating during Boarding
Unit 4 Preparing for Takeoff I
Unit 5 Preparing for Takeoff II
Unit 6 Beverage Service
Unit 7 Meal Service
Unit 8 Entry Documents
Unit 9 In-Flight Duty-Free Sales
Unit 10 Passengers Experiencing Discomfort
Unit 11 Preparing for Landing & Saying Farewell
Unit 12 In-Flight Announcements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실무편

Unit 1 Switchboard
Unit 2 Reservations
Unit 3 Door & Bell Desk
Unit 4 Front Desk I (Reception)
Unit 5 Front Desk II (Cashier)
Unit 6 Concierge & GRO Desk
Unit 7 Executive Floor
Unit 8 Housekeeping
Unit 9 Hotel Facilities
Unit 10 Room Service
Unit 11 Restaurants & Bars
Unit 12 Complaints & Problems

Real English for Nurses 실무편

Unit 1 Admission to a Hospital
Unit 2 Hospital Life & Adjusting to the Unit
Unit 3 Phone Conversations
Unit 4 Conversations with Doctors
Unit 5 Nursing Shift Report - Part 1
Unit 6 Nursing Shift Report - Part 2
Unit 7 Medication Administration
Unit 8 Pain Management
Unit 9 Palliative Patients
Unit 10 Geriatric Patients
Unit 11 Pediatric Patients
Unit 12 Transfer & Discharge

강의용 교재 ㅣ 특수목적영어 (ESP)26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한 본격 실무 영어 교재

 항공, 호텔, 간호,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필수 영어 코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지문과 실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액티비티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교수진 및 실무진이 직접 집필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실무편 

노선희 지음│210X277│160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Cabin Crew 실무편 

Jina Myong Eun Lee 지음│210X277│144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Nurses 실무편 

박도연 지음│210X277│152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Real English for Tour Guides 실무편 (근간)

 Real English for Careers 실무편 시리즈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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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 Up, Vocabulary, Hotel Terminology

Conversation

Looking into the Hotel 

Exercises

Role-Playin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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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Travel and Tourism

Unit 1 When Would You Like to Travel?
Unit 2 I’d Like a Window Seat.
Unit 3 Would You Please Fasten Your Seatbelt?
Unit 4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Unit 5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Unit 6 My Baggage is Missing.
Unit 7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Unit 8 I Have a Problem with the Bathroom.
Unit 9 I’d Like to Rent a Car.
Unit 10 Are You Ready to Order?
Unit 11 I Want to Buy Something Special.
Unit 12 Would You Recommend Some Good 

Places?

Hospitality

Unit 1 I Want to Get Some Job Experience.
Unit 2 I Made a Reservation on Your Website.
Unit 3 I Have a Reservation for 8:00 Tonight.
Unit 4 We Offer 24-Hour-a-Day Room Service.
Unit 5 There Are Many Things to Do Here.
Unit 6 Did You Enjoy Your Stay Here?
Unit 7 Welcome to Korea.
Unit 8 The Building Is Very Impressive.
Unit 9 Let’s Go Hiking.
Unit 10 You Should Follow the Rules.
Unit 11 We call Gyeongju the Museum Without 

Walls.
Unit 12 Why Don’t We Visit Halla Mountain?

Health Science

Unit 1 It’s My First Day at School.
Unit 2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Unit 3 What’s Your Morning Routine Like?
Unit 4 Would You Like to See a Movie Tonight?
Unit 5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Unit 6 What Does He Look Like?
Unit 7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Unit 8 Do You Like Sports?
Unit 9 Are You Ready to Order?
Unit 10 Where Is the Radiology Department?
Unit 11 Is He a Doctor?
Unit 12 What Are Your Plans After Graduation?

강의용 교재 ㅣ 특수목적영어 (ESP)28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시리즈

직무 관련 영어를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

 항공 및 관광, 호텔,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영어 표현들을 쉽고 반복적

으로 학습

 전공자 및 예비 실무자들이 겪게 될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대화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교수진이 직접 집필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Air Travel and Tourism 

김영미, 손기표 지음│210X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Hospitality 

이용민, Michael A. Putlack 지음│210X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Communication for Your Career: Health Science 

소윤희 지음│210X277│128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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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It a Try, Vocabulary, Warm-up Listening

Conversation, 
Substitution Drill, 

Build-up Activities

Listening Practice, 
Check It Ou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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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More

Let’s Talk, Role-Play, Language Practice

Warm-Up

Airline Service and Travel English

Unit 1 When Would You Like to Travel?
Unit 2 May I See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Unit 3 Would You Like a Window or 

Aisle Seat?
Unit 4 Welcome Aboard!
Unit 5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Unit 6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Unit 7 My Baggage Is Missing
Unit 8 I’d Like a Double Room with an Ocean View
Unit 9 We Have a Business Center 

on the Second Floor
Unit 10 What Kinds of Cars Do You Have?
Unit 11 Are You Ready to Order?
Unit 12 I Need a Present for My Parents
Unit 13 I Want to See Some Sight in New York

강의용 교재 ㅣ 특수목적영어 (ESP)30

항공 및 여행 분야에 특화된 ESP 교재

 항공 서비스 및 관광에 특화된 대화문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롤플레잉 활동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교수진이 직접 집필

Airline Service and Travel English 
김영미, 손기표 지음│210X277│136면│12,000원 (MP3 무료 다운로드)

 Airline Service and Travel English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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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Test, Reading

Listening Check, 
Grammar Check

강의용 교재 ㅣ 읽기•듣기

Listening & Speaking BUILDUP 1

Chapter 1 Listening & Speaking Practice
Unit 1 Nice to meet you!
Unit 2 Tell me about your family.
Unit 3 What time do you wake up?
Unit 4 What do you think of jazz?
Unit 5 This house is a mess! 
Unit 6 What‘s your hometown like?
Unit 7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Unit 8 Is George there?

Chapter 2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Actual Test

Listening & Speaking BUILDUP 2

Chapter 1 Listening & Speaking Practice
Unit 1 What does he look like?
Unit 2 It looks good on you.
Unit 3 We need some potatoes.
Unit 4 Are you ready to order?
Unit 5 What are you going to do?
Unit 6 I used to live in the country.
Unit 7 Do you have any work experience?
Unit 8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Chapter 2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Actual Test

Listening & Speaking BUILDUP 시리즈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교재

 새로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리스닝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팁

 부록으로 포함된 토익 Listening Comprehension

의 Actual Test

Listening & Speaking BUILDUP 1

Listening & Speaking BUILDUP 2 
이상호, 김세웅 지음│184X257│104면│12,000원 (MP3 CD 1장 포

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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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독해 실력 향상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의 지문들

 지문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토론 코너

 각종 영어능력시험의 독해 파트 공략을 위한 연습 문제

Reading for Everyday Life 

Simon Cornwell 지음│182X257│144면│12,0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번역 & MP3 무료 다운로드)

Reading for Everyday Life

대학 교양 수업을 위한 최적의 독해 강의 교재

 사회, 문화, 인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

 실용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액티비티

 지문 주제와 관련된 리스닝 액티비티를 통해 듣기 실력까지 향상

Fresh Start Reading 

Bonnie Cothren, Alex Cothren 지음│210X277│184면│13,500원 (오디오 CD 2장 포함, 번역 및 스크립트 

& MP3 무료 다운로드)

Fresh Start Reading

강의용 교재 ㅣ 읽기•듣기

Fresh Start Reading 

Unit 1 Modern Health Problems
Unit 2 Amazing Stories of Survival
Unit 3 Soccer: The World Game
Unit 4 Writers and Books
Unit 5 Travel
Unit 6 Movies
Unit 7 Climate Change
Unit 8 Jobs

Reading for Everyday Life

Lesson 1 Harley Davidson - Americans Motorcycle

Lesson 2 The Oscars and The Razzies

Lesson 3 Albert Einstein - A Unique Genius

Lesson 4 Starbucks and Subway - They Did It Their Way

Lesson 5 Fathers Day Story

Lesson 6 Slot Machines - A Game Everyone Loves

Lesson 7 The Hidden World of Dolphins

Lesson 8 Vegetarians - Are They Really What They Eat?

Lesson 9 What Kind of Learner Are You?

Lesson 10 Roller Coasters

Lesson 11 Shopping Malls

Lesson 12 The Future of Work - How Do You Know Your Job Will Be There Tomorrow?

Lesson 13 Popularity of Soccer in the U.S. – Women’s Soccer

Lesson 14 Executive Titles - Chiefs of the Business World

Lesson 15 Standing Mysteries and Legends - Newport Tower

Lesson 16 American Money - The Value and Counterfeit Paradox

Unit 9 Fashion and Shopping
Unit 10 History
Unit 11 Entertainment
Unit 12 Men and Women
Unit 13 Storms and Weather
Unit 14 Environment
Unit 15 Computers
Unit 16 Globalizati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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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독해 교재

 이공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의 읽을거리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확인 학습 코너

 어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Analytical Readings in English 

Bin Walters 외 지음│210X277│96면│14,000원 (MP3 CD 1장 포함)

Analytical Readings in English

Analytical Readings in English

Unit 1 The Reasons for Mass Extinctions
Unit 2 The Honeybee Dance and Its Meaning
Unit 3 Parasitic Plants and Their Method of 

Survival
Unit 4 The Works of Louis Pasteur
Unit 5 Why the Climate on Mountains Tend to 

Vary
Unit 6 Various Influences on Ancient Greek 

Sculptures
Unit 7 The Uses of Mimicry by Certain 

Animals
Unit 8 The Fremont People of North America
Unit 9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in 

England and the U.S.
Unit 10 Three Interpretations of the Vietnam 

War
Unit 11 The Life and Movies of Woody Allen
Unit 12 The Interactions between Organisms 

and Their Ecosystems

Vocabulary Preview

Read and Learn

Reading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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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1

Actual Test 1

Actual Test 2

Actual Test 3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2

Actual Test 1

Actual Test 2

Actual Test 3

34 수험서 ㅣ TOEIC

속전속결로 끝내는 토익

 최신 경향이 반영된 토익 모의고사 3회분

 부담 없는 분량으로 단기간 내에 토익에 대한 적응력 

향상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설지와 

MP3 파일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1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2 

Michael A. Putlack, Stephen Poirier, Tony Covello,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210X297│208면│11,500원 (해설 무료 다운로드,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시리즈NEW

Part 1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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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Part 5

Part 3 Part 4

Par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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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토익 기본편  

Listening Comprehension 

Unit 1 1인 인물 사진 & 회사 업무

Unit 2 의문사 의문문 I & 전화 메시지

Unit 3 2인 인물 사진 & 인사

Unit 4 의문사 의문문 II & 안내 방송

Unit 5 3인 이상 인물 사진 & 사무 용품/기기

Unit 6 의문사 의문문 III & 광고 방송

Unit 7 사물/배경 사진 & 회사 행사

Unit 8 일반 의문문 I & 라디오 방송

Unit 9 일반 의문문 II & 여행/출장

Unit 10 부정 의문문/부가 의문문 & 사내 공지

Unit 11 선택 의문문/간접 의문문 & 공공 장소

Unit 12 평서문 & 인물 소개/발표/연설

Reading Comprehension

Unit 1 주어와 동사 & 편지

Unit 2 시제 & 이메일

Unit 3 능동태/수동태 & 정보문

Unit 4 명사/대명사 & 광고

Unit 5 to부정사 & 안내문

Unit 6 동명사 & 기사

Unit 7 형용사/부사/비교급/최상급 & 공지문

Unit 8 분사/분사구문 & 문자 메시지/온라인 채팅

Unit 9 접속사 & 편지

Unit 10 관계사 & 이중 지문

Unit 11 가정법 & 기사

Unit 12 전치사 & 삼중 지문

참 쉬운 토익 입문편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 사진 묘사 Unit 1 인물 사진

Unit 2 사물/배경 사진

PART 2  
질의–응답

Unit 3 의문사 의문문 I

Unit 4 의문사 의문문 II

Unit 5 일반 의문문

Unit 6 특수 의문문, 평서문

PART 3 대화문 Unit 7 회사

Unit 8 일상 생활

Unit 9 공공 장소

PART 4 담화문 Unit 10 전화 메세지/안내 방송

Unit 11 광고/라디오 방송

Unit 12 연설/공지

Reading Comprehension

PART 5·6·7 
단문 빈칸 채우기

/ 장문 빈칸 채우기

/ 독해

Unit 1 명사/대명사

Unit 2 형용사/부사

Unit 3 동사의 시제

Unit 4 능동태와 수동태

Unit 5 to부정사

Unit 6 동명사

Unit 7 분사

Unit 8 접속사

Unit 9 전치사

Unit 10 관계대명사/관계부사

Unit 11 가정법

Unit 12 일치

36 수험서 ㅣ TOEIC

 참 쉬운 토익 시리즈HOT

토익 입문자/초보자들을 위한 정말 쉬운 

토익

 토익의 최신 경향이 반영된 대화문, 담화문, 지문, 그

리고 문제

 단기간에 토익의 전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LC와 

RC를 한 권으로 컴팩트하게 구성

 한 눈에 들어오도록 간결하게 배치된 문제 해설 및 

설명

참 쉬운 토익 입문편 

박혜영, 전지원 지음│188X257│288면│14,5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참 쉬운 토익 기본편 

박혜영, 전지원 지음│188X257│296면│14,5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LC 표현 익히기, 유형 파악하기

  참 쉬운 토익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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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art 1 표현 익히기, 실력 쌓기

LC 실전연습

RC 실전연습

Part 4 표현 익히기, 실력 쌓기

Part 5•6•7
문법 정리, 실력 

쌓기, 실전 연습

  참 쉬운 토익 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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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PART 1 Unit 1 인물 중심 사진

Unit 2 사물 및 배경 중심 사진

PART 2 Unit 1 의문사 의문문 I
Unit 2 의문사 의문문 II
Unit 3 일반 의문문

Unit 4 평서문과 명령문

Unit 5 제안, 권유 및 요청

Unit 6 기타 의문문

PART 3 Unit 1 주제 및 목적

Unit 2 대화의 장소 및 인물의 신원

Unit 3 세부 사항 I
Unit 4 세부 사항 II
Unit 5 세부 사항 III
Unit 6 화자의 의도 및 시각적 정보

Unit 7 대화 이후의 상황 및 기타

PART 4 Unit 1 주제 및 목적

Unit 2 담화의 장소 및 인물의 신원

Unit 3 세부 사항 I
Unit 4 세부 사항 II
Unit 5 화자의 의도 및 시각적 정보

Unit 6 담화 이후의 상황 및 기타

READ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PART 5 Unit 1 문법에 맞는 품사

Unit 2 문맥에 맞는 어휘 I
Unit 3 문맥에 맞는 어휘 II
Unit 4 동사의 변형I
Unit 5 기타 주요 문법 사항

PART 6 Unit 1 문법에 맞는 품사

Unit 2 문맥에 맞는 어휘 I
Unit 3 문맥에 맞는 어휘 II
Unit 4 동사의 변형

Unit 5 기타 주요 문법 사항

Unit 6 문장 삽입

PART 7.1 Unit 1 주제 및 목적 I
Unit 2 주제 및 목적 II
Unit 3 세부 사항 I
Unit 4 세부 사항 II
Unit 5 일치·불일치

Unit 6 글쓴이의 의도 및 문장 삽입

Unit 7 추론 및 어휘

PART 7.2 Unit 1 주제 및 목적

Unit 2 세부 사항 I
Unit 3 세부 사항 II
Unit 4 일치·불일치

Unit 5 추론 및 어휘

LISTEN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PART 1 Unit 1 사무 업무 및 작업 관련

Unit 2 쇼핑, 식사, 숙박, 주택 관리 관련

Unit 3 실내 및 야외, 공공장소 및 기타

PART 2 Unit 1 질문 I
Unit 2 질문 II
Unit 3 요청, 제안 및 부탁

Unit 4 의견 구하기

Unit 5 확인 및 기타

PART 3 Unit 1 비즈니스 관련 I
Unit 2 비즈니스 관련 II
Unit 3 비즈니스 관련 III
Unit 4 일상 생활

Unit 5 여가 생활 및 기타

PART 4 Unit 1 공지 및 안내

Unit 2 발표 및 소개

Unit 3 전화

Unit 4 방송

Unit 5 광고 및 기타

수험서 ㅣ TOEIC38

토익,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마다 상세한 해설과 풀이 전략 제시

 문제 유형에 따라(기초 세우기 편), 그리고 주제에 따라(실력 높이기 편) 구성된 챕터

 효율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확인 학습과 응용 학습

독학 토익 LISTEN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X257│488면│15,8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독학 토익 READ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X257│592면│15,800원

독학 토익 LISTEN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X257│464면│18,8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독학 토익 READ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X257│552면│18,800원

 독학 토익 기초 세우기(개정판) 시리즈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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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확인 학습, 응용 학습

연습 문제

READ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PART 5 Unit 1 문법에 맞는 품사

Unit 2 연결어

Unit 3 동사의 형태

Unit 4 기타 문법 사항

Unit 5 명사 및 동사 어휘

Unit 6 형용사 및 부사 어휘

PART 6 Unit 1 이메일 및 편지

Unit 2 기사, 광고, 공지, 회람, 매
뉴얼 등

PART 7.1 Unit 1 이메일 및 편지

Unit 2 문자 메시지 및 온라인 채팅

Unit 3 공지 및 회람

Unit 4 기사 및 안내문

Unit 5 광고

Unit 6 양식

PART 7.2 Unit 1 이메일 및 편지 연계

Unit 2 공지 및 회람 연계

Unit 3 기사 연계

Unit 4 광고 연계

Unit 5 양식 연계

Unit 6 기타 지문 연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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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TOEIC Basic (3rd Edition) 

Listening Comprehension 

Day 1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의 차이

Day 2 사진 묘사 (1)

Day 3 사진 묘사 (2)

Day 4 사진 묘사 (3)

Day 5 사진 묘사 (4)

Day 6 질의 응답 – Who
Day 7 질의 응답 – Where
Day 8 질의 응답 – When
Day 9 질의 응답 – How
Day 10 질의 응답 – What
Day 11 질의 응답 – Why
Day 12 질의 응답 – 조동사·부정·부가의문문

Day 13 질의 응답 – 선택의문문

Day 14 대화문 (1)

Day 15 대화문 (2)

Day 16 대화문 (3)

Day 17 대화문 (4)

Day 18 설명문 (1)

Day 19 설명문 (2)

Day 20 설명문 (3)

TNT TOEIC Intensive (3rd Edition) 

Listening Comprehension 

Day 1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2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3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4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5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6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7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8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9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0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1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2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3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4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5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6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7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8 Daily Listening Practice
Day 19 Actual Test
Day 20 Actual Test

Reading Comprehension 

Day 1 문장의 구조와 형식

Day 2 명사

Day 3 형용사

Day 4 부사

Day 5 장문 빈칸 채우기 & 독해 (1)
Day 6 수량형용사

Day 7 대명사

Day 8 장문 빈칸 채우기 & 독해 (2)
Day 9 수동태

Day 10 동사 연결

Day 11 시제

Day 12 가정법

Day 13 장문 빈칸 채우기 & 독해 (3)
Day 14 접속사

Day 15 비교

Day 16 장문 빈칸 채우기

Day 17 관계대명사

Day 18 전치사

Day 19 단문 독해 & 어휘

Day 20 독해 - 복합 지문

Reading Comprehension 

Day 1 명사

Day 2 형용사

Day 3 부사

Day 4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

Day 5 명사 어휘 연습/복합 지문

Day 6 조동사와 여러 가지 타동사

Day 7 동사의 시제

Day 8 수동태

Day 9 대명사

Day 10 형용사 어휘 연습/복합 지문

Day 11 접속사

Day 12 분사구문

Day 13 관계대명사

Day 14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의 생략

Day 15 타동사 어휘 연습 / 복합 지문

Day 16 수량형용사와 수 일치

Day 17 비교급과 최상급

Day 18 전치사

Day 19 Actual Test
Day 20 Actual Test

40 수험서 ㅣ TOEIC

초·중급자들을 위한 20일 만에 끝내는 

토익

 목표가 600점대인 학습자와 700점대인 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LC/RC 합본 교재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토익에 대한 자신감 상승

 문제 유형에 따른 공략법과 주요 문법 사항(Basic), 

그리고 매일 풀어보는 미니 테스트(Intensive)

TNT TOEIC Basic (3rd Edition) 
LORI 지음│188X257│232면│13,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TNT TOEIC Intensive (3rd Edition) 
LORI 지음│188X257│376면│15,8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TNT TOEIC(3rd Editio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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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omprehension 

Day 1 명사

Day 2 형용사

Day 3 부사

Day 4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

Day 5 명사 어휘 연습/복합 지문

Day 6 조동사와 여러 가지 타동사

Day 7 동사의 시제

Day 8 수동태

Day 9 대명사

Day 10 형용사 어휘 연습/복합 지문

Day 11 접속사

Day 12 분사구문

Day 13 관계대명사

Day 14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의 생략

Day 15 타동사 어휘 연습 / 복합 지문

Day 16 수량형용사와 수 일치

Day 17 비교급과 최상급

Day 18 전치사

Day 19 Actual Test
Day 20 Actual Test

41

문제 유형 설명

Part 1, Part 2

Part 5, Part 6

Practice

주요 문법 

사항 설명

  TNT TOEIC Basic

  TNT TOEIC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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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 토익 LC (개정판)

Part 1 Picture Description

Chapter  1 인물 묘사

Chapter  2 사물 및 풍경 묘사

Part 2 Questions and Responses

Chapter  1 Who 의문문

Chapter  2 Where 의문문

Chapter  3 When 의문문

Chapter  4 Why 의문문

Chapter  5 What 의문문

Chapter  6 Be동사 / Do / 
Have로 시작하는 의문문

Chapter  7 Can[Could] / Will[Would] /  
Should로 시작하는 의문문

Part 3 Short Conversations

Chapter  1 Where 의문문, What 의문문

Chapter  2 Who / What 의문문, When 
의문문, How 의문문

Chapter  3 Why 의문문, Why 인용문

Chapter  4 시각 정보 의문문

Part 4 Short Talks

Chapter  1 Where 의문문, What 의문문

Chapter  2 Who 의문문, When 의문문, 
How 의문문 (수량·기간·빈

도 등)

Chapter  3 Why 의문문, How 의문문 

(방법)

Chapter  4 시각 정보 의문문

맨처음 토익 RC (개정판)

Section 1 Grammar & Vocabulary

Chapter  1 문장의 구조

Chapter  2 명사 & 대명사

Chapter  3 형용사 & 부사

Chapter  4 동사의 시제

Chapter  5 능동태와 수동태

Chapter  6 to부정사

Chapter  7 동명사

Chapter  8 분사

Chapter  9 접속사

Chapter  10 전치사

Chapter  11 관계사

Chapter  12 가정법

Chapter  13 일치

Section 2 Reading

Chapter  14 문제 유형별 연습

Chapter  15 지문 유형별 연습

42 수험서 ㅣ TOEIC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하고 간결

한 설명

 청취력과 독해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단

계별 학습법

 토익의 핵심 어휘 및 표현, 그리고 문법 사항을 총

망라

맨처음 토익 LC (개정판) 

이수용 지음│188X257│408면│18,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맨처음 토익 RC (개정판) 

박혜영, 전지원 지음│188X257│296면│14,500원 (단어장 무료 다운

로드)

맨처음 토익(개정판) 시리즈

Overview, 주요 문법 사항 설명

  맨처음 토익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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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verview

토익 실전 연습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 연습

Grammar Step Up

  맨처음 토익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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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Test

파트 소개

Reading Test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1부 파트별 소개

2부 실전 모의고사

Actual Test 1

Actual Test 2

Actual Test 3

Actual Test 4

모의고사만으로 700점을 넘길 수 있다

 파트별로 신토익의 변경 사항을 설명

 최신 경향이 반영된 실전 모의고사 4회분

 700점 획득을 위한 각종 문제 풀이 팁 소개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Michael A. Putlack, Stephen Poirier, Tony Covello, 다락원 토익 연구소 지음│188X257│360면│15,200
원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HOT

수험서 ㅣ TOEI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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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에 필요한 모든 어휘는 여기에

 100% 실제 정답으로 제시되었던 어휘들로 구성

 실전 문제 출제 포인트를 이용한 어휘력 향상법

 더 빠르게 단어를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습 자료

TOEIC 절대어휘 3000 

황장연, 김지욱 지음│148X210│496면│13,000원 (단어 테스트지, 단어 암기용 MP3 무료 다운로드)

TOEIC 절대어휘 3000

Section I 주요 단어 설명

Section II Check Up Section III 기출정답 동의어

TOEIC 절대어휘 3000

Section I 올바른 문장 완성하기

어형문제어휘 1
기출정답 명사 UNIT 1~8
어형문제어휘 2
기출정답 형용사 UNIT 9~14
어형문제어휘 3
기출정답 부사 UNIT 15~19

Section II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 찾기

의미문제어휘 1 
기출정답 명사/형용사/부사/동사 UNIT 20~47
의미문제어휘 2
기출정답 전치사 UNIT 48~50

Section III 주제별 토익 어휘력 쌓기

독해문제어휘 1
기출정답 동의어

독해문제어휘 2
주제별 어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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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만점 Training

Section 1 베이직 트레이닝

Part 1 Q1-2 지문 읽기

Part 2 Q3 사진 묘사

Part 3 Q4-6 질문에 답하기

Part 4 Q7-9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Part 5 Q10 해결책 제안하기

Part 6 Q11 의견 말하기

Section 2 파트별 모의 실전

Part 1 Q1-2 지문 읽기

Part 2 Q3 사진 묘사

Part 3 Q4-6 질문에 답하기

Part 4 Q7-9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Part 5 Q10 해결책 제안하기

Part 6 Q11 의견 말하기

Section 3 실전 모의고사

TOEIC SPEAKING 만점 Actual Test

Actual Test 1

Actual Test 2

Actual Test 3

Actual Test 4

Actual Test 5

Actual Test 6

Actual Test 7

Actual Test 8

Pre-Study

실전맛보기 Exercise

Actual Test 9

Actual Test 10

Actual Test 11

Actual Test 12

Actual Test 13

Actual Test 14

Actual Test 15

TOEIC SPEAKING 만점 시리즈

실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토익 스피킹 

만점 프로젝트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유형별 빈출 주제를 엄선

 파트별 질문에 답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학습

 실제 시험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Test Program CD 

(Actual Test)

TOEIC SPEAKING 만점 Training 

김경아 지음│188X257│428면│21,000원 (MP3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TOEIC SPEAKING 만점 Actual Test 
김경아 지음│188X257│360면│19,800원 (MP3 & Test Program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수험서 ㅣ TOEIC Speakin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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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Up, Key Expressions On Your Own

The Music of Speech

OPIc PUNCH IM2 공략 (개정판)

Chapter  1 학교 생할

Chapter  2 직장 생활

Chapter  3 가족과 이웃

Chapter  4 여가 활동

Chapter  5 취미와 관심사

Chapter  6 운동

Chapter  7 여행

Chapter  8 롤플레이 문제

Chapter  9 돌발 문제

OPIc Punch IM2 공략 실전 모의고사

OPIc PUNCH IH&AL 공략 (개정판)

Chapter  1 학교 생활

Chapter  2 직장 생활

Chapter  3 주거 문화

Chapter  4 여가 활동

Chapter  5 취미 활동

Chapter  6 운동

Chapter  7 여행

Chapter  8 사회적 이슈

OPIc Punch IH&AL 공략 실전 모의고사

 OPIc PUNCH (개정판) 시리즈NEW

국내 1호 OPIc 강사 Jane Lee의 야심작

 OPIc 주제에 쉽고 빨리 친숙해 질 수 있는 대화문

 목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

요 표현 정리

 모범 답안을 분석하여 ‘나만의 답안’을 설계

OPIc PUNCH IM2 공략 (개정판) 

Jane Lee 지음│188X257│280면│15,8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

료 다운로드)

OPIc PUNCH IH&AL 공략 (개정판) 

Jane Lee 지음│188X257│320면│16,800원 (MP3 바로 듣기 및 무

료 다운로드)

수험서ㅣOPIc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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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Green English A1

Scene 1 Job offer you can’t refuse

Scene 2 Meet the Murrays

Scene 3 Old Berry’s best B&B

Scene 4 Awkward supper

Scene 5 Jogging in the park

Scene 6 Don’t date in the pub!

Scene 7 Campbell Manor

Scene 8 Let’s plan this theft

Scene 9 Olive goes shopping for a dress

Scene 10 Party time

Scene 11 It’s time to steal...something

Scene 12 Run!

Olive Green English A2

Scene 1(13) In the middle of nowhere

Scene 2(14) Gentle art of blackmail

Scene 3(15) Home, sweet home

Scene 4(16) Negotiations

Scene 5(17) Visiting Cloutier

Scene 6(18) At Alfie’s place

Scene 7(19) David in a trap

Scene 8(20) Confrontation

Scene 9(21) Grave digging

Scene 10(22) Another confrontation

Scene 11(23) Great, now we’re trapped

Scene 12(24) It’s up to you, David

Olive Green English B1

Scene 1(25) At Russian mafia’s

Scene 2(26) Gennady and Sergey

Scene 3(27) On a mission with Vlad

Scene 4(28) At the clothes shop

Scene 5(29) Truth about Vlad

Scene 6(30) Hotel hideaway

Scene 7(31) Sergey standing guard

Scene 8(32) Surprise!

Scene 9(33) Scuffle at the hotel

Scene 10(34) Taking hostages

Scene 11(35) Argument in the park

Scene 12(36) Vlad’s advice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영어 학습을 위해 제작된 러닝무비 ‘올리브그린’의 오프라인 교재

 초급부터 고급까지 아우르는 5단계 구성

 2주 동안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Olive Green English A1 

Supermemo 지음│152X225│136면│12,000원 (2주 무료 체험권,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Olive Green English A2 
Supermemo 지음│152X225│136면│12,000원 (2주 무료 체험권,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Olive Green English B1 
Supermemo 지음│152X225│128면│12,000원 (2주 무료 체험권,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Olive Green English B2 
Supermemo 지음│152X225│128면│12,000원 (2주 무료 체험권,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Olive Green English C1 
Supermemo 지음│152X225│136면│12,000원 (2주 무료 체험권, MP3 바로 듣기 및 무료 다운로드)

 Olive Green English 시리즈NEW

스크린 영어 ㅣ Olive Green English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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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Green English B2

Scene 1(37) Martin and Beatrice

Scene 2(38) Picnic in the park

Scene 3(39) Confronting the parents

Scene 4(40) News of the wedding

Scene 5(41) Scuffle on the road

Scene 6(42) Planning revenge

Scene 7(43) Wake-up call in the park

Scene 8(44) Request for help

Scene 9(45) Meeting Willis

Scene 10(46) Confrontation

Scene 11(47) Shots are fired

Scene 12(48) Murray flees

Olive Green English C1

Scene 1(49) Sergey

Scene 2(50) Olive wakes up - what now?

Scene 3(51) Murray’s police interview

Scene 4(52) Beatrice and Murray quarrel

Scene 5(53) Recruiting Alfie

Scene 6(54) Murray visits Gennady

Scene 7(55) What Allen Adams has to say

Scene 8(56) Olive contacts Beatrice

Scene 9(57) Alfie runs away from Russian mafia

Scene 10(58) Whole truth about Murray

Scene 11(59) Murray exposed by Beatrice

Scene 12(60) Happy ending?

Film Dialogue and Vocabulary

Communication Situations

Cultural Tips

Grammar 
Explanation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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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용 학습서

비즈니스

문법·작문

왕초보

회화

어휘·발음·청취

표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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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학용 학습서 ㅣ 비즈니스52

 주말 영어 특강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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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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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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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전화 걸고 받기부터 자동응답기나 응급전화와 같은 특수

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 표현까지, 160개의 전화 영어 표현을 

모았다. 간단한 영어 몇 마디로 쉽게 전화를 걸고 받으며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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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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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필수 표현 96개를 수록하

였고, 프레젠테이션 진행 과정 및 상황별 기본구문을 한눈에 정리해 

주는 플로우 차트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서술법, 강조법 등 유용한 프레젠테이션 요령도 함께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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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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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직접 회의를 

주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표현 128개를 뽑았다. 회

의를 소집하여 결론을 내리고 끝맺기까지, 이 책 하나로 확실히 준비

한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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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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소부터 관련 어휘, 합격샘플, 커버레터까지 모두 다루는 종합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커리어코칭그룹 Project K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책이

다. 영문이력서를 전혀 모르는 초보 작성자도 쉽게 따라 쓸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자세

히 설명하고, 풍부한 샘플을 수록했다. ‘합격보장 이력서 샘플 CD’에는 바로 열어 쓸 

수 있는 이력서와 커버레터 워드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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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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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 <전략편>에서는 영어인터뷰를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한

다. 이를 바탕으로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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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판

은 면접관의 질문 의도 파악 능력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소개’와 ‘직무 적

합성’, ‘핵심 역량’이라는 3가지 최신 글로벌 영어 인터뷰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빈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빈틈 없이 정리했다. 또한 취업 준비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27개 직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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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실전 연습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본문형 50개를 익히고, 회사 소개, 

신제품 설명회, 실적보고, 조사 결과 발표 등의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에 빈도 높게 등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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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니스 영어 교재. 이 책에 담긴 모든 표현은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성 100%의 비

즈니스 영어로, 이 책 한 권이면 직장인들이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며 더불어 자신

감까지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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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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토

론에 꼭 필요한 패턴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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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표현을 총망라한 국제회의영어 실전 지침서. 사회자, 연설자, 토론자 등 회의 참가

자의 역할과 현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을 다양하게 담았다. 이 한 권으로 

국제회의 내에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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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

는 비즈니스 상황을 찾아 세부 유형을 따라가면 필요한 영어문장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어 이메일을 쓸 수 있다. 총 306가지 비즈니스 상황과 4,000

여 개의 영어문장이 제시되어 현장감이 살아 있다. 영어 글쓰기에 관한 기초부터 비즈

니스 전문가가 공개하는 이메일 전략까지, 영어 이메일 쓰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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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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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상황에서 늘 쓰는 표현까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골라 담았다. 미국에서 IT 업계에 

종사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현업에서 수집한 이메일을 토대로 필수 비즈

니스 상황을 선별, 그 중에서 핵심 표현만 골라 찾기 쉽고 쓰기 쉽게 구성했다. 

문법•작문

기본 영문법 그래머 스케치
심동화 지음│188×252│280면│15,000원

영어는 그림언어다! 영어 안의 그림원리를 알면 영어 어순뿐 아니라 단어와 관

용표현의 뜻과 의미 및 품사의 확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영어의 문

장 구조와 문법을 그림원리로 풀어 쉽게 설명하여 영어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

게 한다. 혼자 공부가 자신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어를 그려라 PIE”를 검색

해 보자. 저자가 그림을 직접 그려가며 영어원리를 풀어주는 색다른 강의를 공

짜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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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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의 문법 사항과 영어식 사고방식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중학교에서 배우

는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여 꼭 알아야 할 영문법

만 뽑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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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쾌한 해설은 기본, 회화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생한 예문, 각종 여론 조사 결과와 해

외 유명 인사의 근황 등 흥미로운 생활 문화 상식과 풍부한 연습문제까지 가득 담아, 제

목 그대로 ‘영문법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보여준다. 영어에 대한 궁금증을 저자

가 직접 풀어주는 ‘올댓 그래머 카페’도 유용하다.(http://cafe.naver.com/allth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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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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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하는 문법 습관만 골랐기 때문에 금세 말하기에 응용할 

수 있다. 7가지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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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들의 영어 실수 사례 등을 모아 담은 친절한 영어 사용 설명서다. 잘못된 예시문을 제시

한 후 옳은 문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표현과 관련된 회화문을 제시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영어, 콩글리시!’와 ‘네이티브

들이 툭하면 틀리는 영어 TOP 10’을 부록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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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

레이드된 컨텐츠의 완결판. 30일간의 학습을 따라가다 보면 왕초보도 영작문의 기초

를 제대로 닦을 수 있다. 쉬운 영작 훈련을 반복하며 영작 실력을 높일 뿐 아니라 영문

법까지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효과 만점 영작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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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영작문 플러스+

고정민 지음│174×230│330면│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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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업그레이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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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레이드해준다. 핵심 문법사항과 문장 구성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파트 1: 

파이널 라이팅 제대로 연습하기’와 에세이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사다리 영작문이

라는 독특한 연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파트 2: 에세이 무작정 따라 하기’를 통해 생

초보라도 30일만 따라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영작문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왕초보 영어

종합 입문서 힘내라 영어 첫걸음
Hennie Kim 지음│188×2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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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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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기초 문법과 일상회화를 담았으며, 재미있는 영어 상식과 유용한 생활 표현을 수

록해 흥미진진한 학습이 가능하다. 듣고, 따라 하고, 통역하고, 주고받는 4단계 듣기 트

레이닝이 가능한 MP3 파일도 제공한다. 

힘내라 영어 말하기 첫걸음
유현정 지음│188×2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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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화와 함께 어휘, 패턴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각 과마다 주제, 패턴, 

단어를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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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의 오디오 강의도 들어 있다.

내게는 특별한 영어를 부탁해
권은영 지음│188×257│288면(별책부록 ‘주요 표현 미니북’ 84면)│ 

15,000원(DV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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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하게 쓰는 구문을 위주로 문법 사항을 엄선, 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쉬어가는 페이지로 영어권, 특히 미국 문화를 소개하여 학습자가 영어에 좀 더 친

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별책부록으로 제공하는  ‘주요 표현 미니북’은 휴대하고 다니면

서 핵심 내용을 트레이닝하기에 편리하다.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저자가 직

접 강의하는 무료 동영상 강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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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영어 시리즈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주 쉬운 영어 입문서

HOT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1·2
박경미·김지연 지음│210×287│256면│13,800원

(오디오 CD 1장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 문형의 핵심을 담은 기초문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하기 공식을 익힐 수 있게 구성한 첫걸음 책. 활자가 커서 읽기 편

하고, 다양한 그림과 사진이 들어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어

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녹음 CD와 

기초문장 쓰기 노트도 제공한다.

청춘 영어: 알파벳+파닉스
배진영 지음│210×287│208면(별책부록 ‘매일매일 쓰기노트’ 40면)│ 

12,5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음성강의 및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를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어의 소리 규칙 ‘파닉스’

를 쉽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bag=ㅂ+애+ㄱ=백’처럼 영어 글자 

하나하나를 한국어 소리에 대입할 수 있게 공식처럼 만들어,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별책부록 ‘알파벳·

단어 쓰기노트’를 이용하면 관련 단어까지 꼼꼼히 외울 수 있다. 외

국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저자가 낭랑한 목소리로 책 내용을 설명해

주는 무료 음성강의도 놓치지 말자.

청춘 영어: 여행회화
배진영·강민정 지음│188×257│264면(별책부록 ‘여행영어 미니북’ 60면)│

13,800원(오디오 CD 1장 포함, 음성강의 및 MP3 무료 다운로드)

기내식, 입국심사, 음식 주문, 호텔 체크인 등 해외 여행에서 마주치

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패턴을 50개로 정리했다. 각 단어마

다 한국어 발음을 표기해서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도 금

세 영어문장을 읽을 수 있고, 여행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삽화와 

사진을 가득 넣어 영어 공부가 한층 즐겁다. 오디오 CD와 저자 음성

강의, 별책부록 ‘여행영어 미니북’ 등 부록도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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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비쉬 시리즈

출간 즉시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 1,500단어로 할 말 다하는 쉬운 영어, 글로비쉬(Globish). 

기초 단어만으로 영어를 쉽게 말하자는 취지의 영어 학습서로, 이론서와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HOT

글로비쉬로 말하자
장폴 네리에르 지음│152ⅹ225│192면│9,000원(MP3 무료 다운로드) 

글로비쉬로 유창하게 표현하는 13가지 기술과 실천 방법을 담은 글

로비쉬 학습법책. 글로비쉬는 간편하고 쉬운 영어를 가리킨다. 실생

활에 잘 안 쓰고 외우기만 힘든 단어 대신 1,500개의 기본 단어만 조

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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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Globish 20일 회화
장계성, 강윤혜 지음│152ⅹ2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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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 안에서 해결된다. 이 책은 글로비쉬 범위 내에서 필수 120개 패턴

과 응용표현을 뽑아 20일 동안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글로비쉬를 자

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

Globish 1500 워드 트레이닝 
장계성, 강윤혜 지음│152ⅹ225│536면│21,000원(MP3 CD 1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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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20강 기준)

전 세계 88% 비영어권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 글로비

쉬. 그 글로비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1,500단어다. 생생한 회

화 예문을 통해 그 단어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

는지 알아가는 동시에, 글로비쉬 1,500단어만으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회화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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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패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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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패턴으로 영어 말문이 시원하게 터진다!

HOT

기초영어 특급패턴 101
JD Kim 지음│170ⅹ240│264면(별책부록 ‘집중학습용 미니북’ 32면)│

13,800원(MP3 CD 1장 포함)

기존의 영어회화 책이 너무 어려운 초보 학습자라면 꼭 봐야 할 책! 

학습량은 줄이고 학습 효과는 높였다. 영어 말문이 시원하게 터지는 

「특급패턴 시리즈」의 기초편.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초보 맞

춤형 필수 패턴 101개와 실전에서 100% 통하는 예문 505개를 3단

계 핫 트레이닝을 통해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멀티 MP3, 휴대용 미니북을 제공한다.

여행영어 특급패턴 101
JD Kim 지음│170ⅹ240│273면(별책부록 ‘여행영어 미니북’ 28면)│ 

13,800원(MP3·특급대화 플러스 무료 다운로드)

‘특’별한 여행을 위해 ‘급’하게 영어가 필요하다면? 특급패턴으

로 예습하고 여행지에서 복습하자! 여행자 맞춤 패턴 101개와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예문 505개가 수록되어 있어 여행을 테

마로 영어 실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저자가 직접 녹

음한 미니 강의도 빼먹지 말자. 본책으로 예습을 끝내고 캐리어 

안에 ‘여행영어 미니북’만 챙겨 떠나면 여행 준비 끝!

비즈니스 영어 특급패턴 202
박종원 지음│170ⅹ240│320면(별책부록 ‘출퇴근용 집중학습 미니북’ 64면)│ 

15,000원(MP3 CD 1장 포함, 스피킹 훈련용 MP3 무료 다운로드)

비즈니스 전문가가 실전에서 뽑은 활용도 높은 202개 패턴과 생생한 

대화문을 담은 비즈니스 영어 학습서! 이메일부터 협상, 프레젠테이

션까지 이 책 한 권에 비즈니스 업무 영어가 다 들어 있다. 3색 복습훈

련으로 짧은 시간에도 확실하게 예문을 암기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출퇴근 집중학습용 미니북도 유용하다. 

영어회화 특급패턴 202
JD Kim 지음│170ⅹ240│327면(별책부록 ‘멀티학습용 미니북’ 56면)│ 

15,000원(MP3 CD 1장 포함)

패턴 전문가인 저자와 네이티브 집단이 뽑은 가장 많이 쓰는 패턴 

202개로 일상회화 말문이 터지는 패턴 영어회화 학습서! 읽기만 해

도 상황이 그려지는 위트 있는 대화와 어려운 발음을 잡아주는 버터 

발음 팁,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멀티 MP3, 어디서든 복습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북까지, 영어회화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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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어 잉글리시 팩토리
EJ Brown 지음│160ⅹ225mm│348면│13,800원(MP3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7단계 영어문장 자동생산 프로젝트 - Basic / Intermediate / Advanced’ 각 20강│

60,000원(20강 기준)

영어 문장이 쭉쭉 뽑혀 나오는 문장틀(5형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책. 영어 문장 

구조 파악에 최적화된 50개 단어를 7단계 영어틀에 넣어 말하면 ‘영어 구조’가 보

인다! 이 책의 체계적 트레이닝을 통해 짧고 밋밋했던 내 영어가 점차 길고 구체

적으로 변화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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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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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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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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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법을 구현한 3

단계 트레이닝(섀도잉 트레이닝+에코잉 트레이닝+동시통역 트레이닝)을 통해 꼭 알아

야 하는 리얼표현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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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법칙 35개를 제시한다. 이 법칙을 적용해 133개의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

는 트레이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어식 사고를 익힐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

는 생생한 구어체 영어만 골라, 단어 하나 관사 하나까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핵심 문장 

600개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MP3 파일도 무료로 제공한다. 

말하기 영작문 트레이닝: 어휘편
장근섭 지음│150ⅹ225│600면│24,500원(MP3 무료 다운로드)

단어를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 네이티브처럼 어휘를 쓰는 법칙 23가지를 제시하

는 책.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관사 등 품사별로 어휘 활용에 꼭 

알아둬야 할 법칙을 정리했으며, 이 법칙을 적용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

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go, come, take, get 같은 기본동사, good, bad 같

은 쉬운 형용사, in, at, on 같은 전치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단어

를 중심으로 제대로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션: 영어를 찾아라
유현정 외 지음│170ⅹ225│328면│16,000원(MP3 CD 1장 포함)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영어를 찾으면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상황별 영어회화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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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랜드에 떨어진 영어 제로맨과 함께 부동산, 아파트, 쇼핑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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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장소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별 필수어휘와 회화표현, 현지 정보를 생생한 사진

과 함께 담고 있는 올컬러 영어회화 표현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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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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니스 상황을 한 권에 담은 비즈니스 영어책. 출퇴근에서 회의·전화·출장·프레젠테이션 

등 비즈니스 실무 회화뿐 아니라 미국의 기업 문화, 글로벌 에티켓, 경제 지식까지 수록하

여 비즈니스 상식까지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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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회화 학습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엄선하여 영어회화의 기본

기를 다지도록 했다. <손에 쥐는 미국영어> 시리즈의 CD에는 EBS 인기강사 크리스틴과 

함께 한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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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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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전회화’의 3단계 반복·확장 학습을 통해 확실히 마스터한다.

여행영어 돈워리 여행영어  
박신규 지음│148ⅹ210│240면(별책부록 ‘여행영어 핸드북’ 40면)│ 

11,000원(저자 직강 음성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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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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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패턴 40개를 뽑아 정리했다. 영어 표지판과 안내문구를 정리한 ‘여행영어 포토사전’

과 주요 패턴과 표현을 정리한 ‘여행영어 핸드북’ 등 부록도 풍성하다. 네이티브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MP3와 저자의 음성강의도 무료로 제공한다.

최소한의 여행영어

박희정 지음│125ⅹ176│168면│8,800원(무료 MP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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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가지를 정해 그때그때 단어만 바꿔 쓸 수 있게  구성한 핸드북 스타일의 여행영어책이

다. 작다고 무시는 금물, 해외여행 가서 쓸 만한 표현은 빠짐없이 실어 가장 많이 손이 가

는 책이라는 것이 독자들의 평이다. 책 곳곳에는 저자가 직접 여행하며 캐낸 깨알 정보가 

들어 있어 여행 정보서로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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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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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책이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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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간의 마음, 생로병사, 질병과 부상이라는 4개 Unit으로, PART 2 ‘의

식주’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라는 3개 Unit으로 구성되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단어들을 총망라하여 보여준다.

덩어리 VOCA-일상생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ⅹ245│416면│22,000원

『덩어리 VOCA-일상생활』은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서, 사람의 일

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계’, ‘일과’, ‘언어’, ‘소비’, ‘교통’, ‘통신’, ‘의

료’, ‘공공시설’이라는 8개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과 마찬가지

로 해당 단어와 관계된 풍부한 사진자료와 이미지를 수록하여 학습

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덩어리 VOCA-취미와 사회생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ⅹ245│328면│17,000원

『덩어리 VOCA–취미와 사회생활』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스

포츠’, ‘취미와 놀이’, ‘사회생활’이라는 3개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스포츠’와 PART 2 ‘취미와 놀이’에서는 각종 스포츠 용어

와 규칙 등을 자세하고 재미있게 정리했으며, PART 3 ‘사회생활’에

서는 관련 용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분

석했다.

덩어리 VOCA-국가조직과 경제 

다락원 VOCA 클럽 지음│188ⅹ245│400면│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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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성되었다. PART 1은 ‘국가’라는 큰 줄기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

을 다루고, PART 2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3개의 Unit

으로 구성되어 세부 내용을 제시한다. PART 3 ‘국방, 군사’와 PART 

4 ‘경제와 산업’에서 다루는 전문용어 또한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이

해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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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콜로케이션을 집대성했다. 영국국립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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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개의 콜로케이션을 사전식으로 구성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필요할 때 바로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단어 콜로케이션과 문법 콜로케이션을 모두 수록, 이 책 하나로 

영어 유창성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조앤 김 지음│170ⅹ2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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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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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슷한 단어가 들어간 영단어랩 80곡을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뉘앙스 차이를 알고 쓰도

록 유도한다.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저자의 해설강의와 영어문장 음성파일, 그리고 영단어

랩 80곡의 MP3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MC조앤의 영단어 랩배

틀’을 검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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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알고 쓸 수 있어야 한

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영단어가 아닐까? 이

런 생각에서 일어나서 자기까지 영단어장이 탄생했다. 이 단어장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

터 밤에 잠들기까지의 자신의 행동이나 주위에서 흔히 보고 느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얘

기하는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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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의 ‘스타트 리스닝’ 20강│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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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구성한 발음·청취 교재. 풍부한 예시 어구를 통해 기본 자모음 발음에서부터 다양

한 발음현상, 복자음 발음법, 강세와 리듬까지 리스닝 분야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

다. 또한 연습문제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충분한 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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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서! 발음·청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사전 기능과 발음·청취 트레이닝을 위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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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한 빠른 영어발음과 보통 속도의 발음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학습자

부터 시트콤, 영화, 뉴스 등 실용영어를 겨냥하는 일반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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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쓰로 영어하기
조양호 지음│170ⅹ225│180면│12,800원(MP3 CD 1장 포함)

국내 유일의 스피치 전문가가 미국 스피치 클리닉 센터에서 쌓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를 한국사람이 적용하기 쉽게 풀어낸 책. 3단계 마우쓰 트레이닝으로 영어의 입이 열린

다.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소리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입각, 1단계에

서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정복하고, 2단계에서는 영어의 리

듬을 탈 수 있게 연음·강세·억양을 훈련하며, 3단계에서는 효과적인 7가지 말하기 트레

이닝을 통해 토탈 말하기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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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와 적절한 속도감으로 영어뉴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VOA 뉴스를 통해 주

요 발음 현상을 짚어보며 현지발음을 익힌다. 영어발음 청취 전문강사의 꼼꼼한 설명이 

돋보이는 VOA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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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교재.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 발음 현상과 리듬·강세를 다각

도로 살펴보며, 단계별 구성과 더불어 받아쓰기, 의미단위 끊어 읽기 코너를 통해 직청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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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청취 훈련서. 4단계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다양한 토픽의 뉴스 기사를 완벽하게 듣

고 핵심내용과 주제를 파악해본다. 영어 뉴스 청취의 기초를 완성시켜주는 VOA 시리즈

의 완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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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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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미국식 발음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파원의 특성에 따라 영국 및 호

주식 발음이 등장하기도 한다. 뉴스 동영상과 MP3 파일이 담긴 CD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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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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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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23개를 선별하여 쉬운 해설로 뉴스 표현과 리스닝 포인트를 풀이했다.

표현집

표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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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가 전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며 얻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영어 좀 한다는 사람

들도 놀랄 만큼 촘촘하고 유용한 영어 표현집을 펴냈다. 이제 책에서 끝나는 영어는 버려

라. 간단한 인사부터 날씨, 연애, 직장, 음악, 영화, 스포츠까지, 나의 하루를 전 세계 친구

들과 공유하며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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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소스만 골라 뽑은 말하기 영어 표현집.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표현과 300

개의 생생한 대화 예문을 실어 자연스레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국사람

들이 가장 헷갈리는 필수발음 12개와 스피킹이 쉬워지는 필수문법 8가지도 제공한다. 

MP3 CD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살벌하게 가르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로라쌤의 음성강

의도 실려 있다.

수학영어(2nd edition)
정창규 지음│152ⅹ225│352면│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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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북미의 수학교과와 접목해서 기본용어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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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개정판에는 초판에는 없었던 벡터(Vector) 부분을 추가했고, 캐나다 워털루대학 수학

경시대회 최신판을 실어 현지 수학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책에 나오

는 모든 핵심 수학용어를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영한·한영 색인을 새로이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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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그린 olivegreen.co.kr

세계 최고의 영화 사이트인 imdb.com에도 올라간 실제 영화 Olive Green으로 영어 회화를 학습

한다. 영국 현지 촬영으로 생생한 영어 표현과, 재미를 보장하면서도 초급부터 고급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탄탄하게 쓴 대본으로 몰입하여 학습할 수 있다. 

강수 각 12강(총 5개 step, 60강)   수강료 70,000원/12강 

강사 임수진, Peter Bint   수준 초급~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NEW

영화 한 편으로 배우는 영어!
액션 스릴러 로맨스 영화로  

지루할 틈 없이 배우는 영어 회화 

영화라는 장르의 재미뿐 아니라 학습 효과도 인정받은  

짜임새 있는 콘텐츠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2015년 US International Film&Video Festival 대상, 황금 

카메라상 

-2015년 Cannes Corporate Media and TV Awards 황금 

돌고래상 

-2016년 BETT Awards 대상 外 다수 수상 경력

인터렉티브하게 고안한 학습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직접 선택하고, 

영어 학습의 기본 받아쓰기와 따라 하기도 함께! 

영화 속 선택 장면에서 학습자가 직접 이야기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여 흥미를 높이고, 받아쓰기와 따라 말하기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학습!
CEFR에 따른 점진적 레벨 상승으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EU의 외국어 레벨 판단 기준인 CEFR에 맞추어

A1(기초)에서 C1(고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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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회화 학습을 목적으로 쓴 탄탄한 대본! 
회화에 딱 맞는 다양한 상황 총망라

액션 영화지만 자기소개, 요청, 부탁, 거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들린다, 다양한 영어 억양! 
프랑스인이 쓰는 영어, 러시아인이 쓰는 영어, 

미국 영어, 영국 계층별 영어까지 한 번에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다양한 억양을 접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올리브그린에 딱, 임수진 & Peter Bint 강사
‘things’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왜 영국 아침 식사를 fry-up이라고 할까요?

통역사 출신 임수진 강사가 대사 하나하나 꼼꼼하게, 

영국에서 온 Peter 강사가 영국식 영어와 문화를 알려준다.

교재명  Olive Green English A1, A2, B1, B2,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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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강사 7인의 초보탈출 영어과외 ten.darak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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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없애고 중급 실력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강좌다.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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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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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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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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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영어문장 자동생산 프로젝트 - Basic 

7단계 영어문장 자동생산 프로젝트 - Intermediate

7단계 영어문장 자동생산 프로젝트 - Advanced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선현우   수준 초급, 중급,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떠다니는 단어를 연결해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고 싶다면? 8개 국어를 

구사하는 선현우 강사와 함께 특별히 설계된 4단계 변환 훈련(주어 

바꾸기-시제 바꾸기-부정하기-질문하기)과 3단계 문장 확장 훈련을 

열심히 해 보자. 교재명 잉글리시 팩토리

5분 카드 영어 3단계 말하기 - 단어 편

5분 카드 영어 3단계 말하기 - 패턴 편

5분 카드 영어 3단계 말하기 - 문장 편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Sydney Jung   수준 초급, 초급,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꼭 알아야 할 단어, 패턴, 문장을 카드 뉴스 같은 이미지 형식으로 

제시하는 강좌다. 5분 내의 짧고 압축적인 강의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입으로 직접 연습할 수 있도록 반 박자 늦게 따라 하는 

섀도잉, 문장이 끝나면 따라 하는 에코잉,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바꿔 

말하는 통역 모드까지, 3단계 말하기 연습도 제공한다. 교재명 잉글리시 가이드 백선생의 영어회화 리얼표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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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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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2

7단계 영어문장 자동생산 프로젝트 시리즈

5분 카드 영어 3단계 말하기 시리즈

15초 따라 하기 왕초보 영어 시리즈

입모양으로 배우는 기초 영어 시리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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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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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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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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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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제시카의 왕초보 영어 따라잡기 시리즈

손에 쥐는 영어 회화 200% 즐기기 시리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랩으로 배우는 영어, MC 조앤의 영단어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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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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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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식 사고 말하기 트레이닝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이유진   수준 초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네이티브처럼 생각하고, 네이티브처럼 표현한다!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어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학습하여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고, 영어식 사고를 실제 말하기, 쓰기에 적용하여 

보다 ‘영어답게’ 말하고 쓰는 법을 알려 주는 강좌다.

교재명  말하기 영작문 트레이닝

트위터+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안젤라 박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SNS에 올리듯 자신의 일상, 생각, 느낌을 영어로 표현하자! 네이버 인기 

웹툰작가 펭귄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강좌내의 콘텐츠로 재미있는 

웹툰을 구성하여 더욱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트위터 + 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반복의 힘, 쉬운 영어 말하기

스피킹 시크릿, 콜로케이션을 잡아라 시리즈

영어식 사고 말하기 트레이닝

트위터+페이스북, 내 영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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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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 영어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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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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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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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보 통영어 시리즈

소리없이 강해지는 혼잣말 영어 시리즈

Say Say Say 시리즈

기막힌 Speaking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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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쉬로 말하자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레이 한,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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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ish 1500 워드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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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비쉬로 말하자 시리즈

체험! 영어 25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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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독학 토익 LC 기초 세우기 

독학 토익 RC 기초 세우기
강수 각 40강 (총 8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엘리(LC), 김재한(RC)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토익 600점을 목표로 하는 초급 학습자에게 적절한 강좌로, 2달이면 

토익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와 토익 문제를 

응용한 어휘 연습까지 함께하여 혼자 공부해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독학 토익 LISTEN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독학 토익 READING 기초 세우기 개정판

독학 토익 LC 실력 높이기 

독학 토익 RC 실력 높이기
강수 각 40강 (총 8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엘리(LC), 김재한(RC)   수준 중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하는 중고급 학습자에게 적절한 강좌로, 2달이면 

토익 실력을 쑥쑥 높일 수 있다.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와 토익 문제를 

응용한 어휘 연습까지 함께하여 혼자 공부해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독학 토익 LISTEN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독학 토익 READING 실력 높이기 개정판

독학 토익 LC 실전 모의고사  

독학 토익 RC 실전 모의고사
강수 각 20강 (총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엘리(LC), 김재한(RC)   수준 고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토익 실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접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강좌다. 

모의고사 2회분을 토익 전문 엘리, 김재한 강사와 함께 풀어 본다.  

교재명  속전속결 신토익 실전 모의고사 600제 1

참 쉬운 토익 입문
강수 24강   수강료 60,000원/24강 

강사 김현서(LC), 김민아(RC)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토익 5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싶은 new 토익 학습자에게 토익을 참 

쉽게 알려주는 강좌다. 토익 전문 김현서, 김민아 강사와 함께 문제 유형 

학습으로 토익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실전 문제 풀이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힐 수 있다. 

교재명 참 쉬운 토익 입문편

독학 토익 시리즈

참 쉬운 토익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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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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4까지 문제를 풀고, RC는 매일 Part 5와 장문 

Part 6, 또는 Par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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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실전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new 토익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강좌다. 강좌별로 모의고사 2회분을 집중적으로 풀어 본다.

교재명  신토익 모의고사만으로 700점 넘기

내게는 특별한 new 토익을 부탁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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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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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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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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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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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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SPEAKING 만점 트레이닝 시리즈

OPIc Punch 시리즈

최강의 TEPS 가이드! The TEPS 시리즈

TOEFL 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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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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희, 김혜정, Brian Stu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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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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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을 위한 기본 실무 영어 

간호사를 위한 기본 실무 영어 

Hotel Staff를 위한 기본 실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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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김태희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효율적인 강좌다. 차시별로 3개씩 제공하는 key expressions 

중심으로 ‘영어 능력자’ 김태희 강사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실무에 필요한 기본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교재명 Real English for Cabin Crew 기본편
 Real English for Nurses 기본편
 Real English for Hotel Staff 기본편
 Real English for Tour Guides 기본편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전화 템플릿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이메일 템플릿 
강수 각 2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세리나 황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바쁘고 시간 없는 현대인이 바로 써먹을수 있는 비즈니스 템플릿 강좌다.  

명료한 표현으로 구성한 전화 / 이메일 템플릿을 EBS 세리나 강사와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템플릿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E-Sourcebook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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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English Skill Up 시리즈

한국인이 많이 하는 이메일 영어 실수 시리즈

기본 실무 영어 시리즈

바로 써먹는 비즈니스 템플릿 시리즈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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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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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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으로만 

구성하여 위축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의 물꼬를 터 준다.

교재명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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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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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말하기

비즈니스 주말영어 특강 시리즈

인터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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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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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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뚫어주는 청취 강좌 시리즈

발음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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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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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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어

그래머 스케치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20강 

강사 심동화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HTML

그림을 통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영문법의 원리를 쉽게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문법 구조를 머리에 새겨 주는 강좌다. 문법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실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교재명 그래머 스케치

Basic 영문법 파트너 Mr. Grammar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20강 

강사 김우택   수준 초급   강의구성 동영상, FLASH

문장 – 대화문 – 문맥으로 이어지는 확장성 속에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교재에 쓰인 문장과 더불어 학습한 문법이 실제로 적용된 

신문, 글, 노래 가사 등을 활용하여 문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다.

교재명 Mr.Grammar 기본편 1, Mr.Grammar 기본편 2

영문법

문법ㆍ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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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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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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영문법 / 친절한 영작문 시리즈

84 동영상 강좌ㅣ 문법ㆍ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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