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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1

3 Step 일본어1 스타트 일본어1 

New 스타트 
일본어1

New 스타트 
일본어2

New 스타트 
일본어4

New 스타트 
일본어3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2

3 Step 일본어2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3

3 Step 일본어3 스타트 일본어2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4(근간)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5(근간)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1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2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3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4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2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3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4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5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5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6

New 다락원 
일본어 Step1

New 다락원 
일본어 Step2

New 다락원 
일본어 Step3

New 다락원 
일본어 Step4

New 다락원 
일본어 Step5

New 다락원 
일본어 Step6

|��다락원�일본어�강의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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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즐거운 일본어 
Step1

Top class 
일본어1

함께 즐기는 
초급 일본어

와타시노 
일본어 초급

캠퍼스 
교양 일본어

Speaking 
초급 일본어

하지메테노 
일본어1

新뉴라인 
일본어1

에이스 일본어 
Step1

하지메테노 
일본어2

新뉴라인 
일본어2

에이스 일본어 
Step2

도키도키 일본어
초급 上

도키도키 일본어
초급 下

즐거운 일본어 
Step2

Top class 
일본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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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문형 독해 작문 리스닝 관광 비즈니스 일본�알기 주니어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다락원�일본어�강의용�프로그램

다락원 
일본어 독해 초급

다이나믹 일본어 
독해 초급

일본어 독해 
초급

다락원 다이나믹 
일본어 작문 초급

귀로 쏙쏙 일본어
리스닝 초급

일본어 표현 
문형 200

야사시이 
일본어 문법

귀로 쏙쏙 
일본어 문법

다이나믹 
일본어 문법

다락원 일본어 독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일본어 중급 
독해 입문

다락원 일본어 작문 
초급에서 중급으로

다락원 일본어 리스닝 
초급에서 중급으로

다락원 
일본어 독해 중급

다이나믹 일본어 
독해 중급

메이겐 독해 
일본어1

일본어 
중급 독해

다락원 다이나믹 
일본어 작문 중급

귀로 쏙쏙 일본어 
리스닝 중급

일본어 표현 
문형 500

메이겐 독해 
일본어2

도라에몽의 
어디서나 일본어

테마로 배우는 
고급 일본어

다락원  일본어 작문 
중급에서 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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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문형 독해 작문 리스닝 관광 비즈니스 일본�알기 주니어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관광 일본어 초급 기초부터 배우는 
관광 일본어2

- 한국편

요우코소 
관광 일본어2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 회화 - 기본편

일본어로 읽는 
일본문화

톡톡 주니어 
일본어2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2

리스닝 일본어1

쉽고 재미있는 
新일본문화

(3rd EDITION)
사진·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톡톡 주니어 
일본어1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1

관광 일본어 입문 기초부터 배우는 
관광 일본어1

- 일본편

요우코소 
관광 일본어1

실전 항공 
서비스 일본어

사진과 함께 보는 
일본 사정 입문

OK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관광 일본어 
회화 실전편

리스닝 일본어2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 회화 - 실전편

OK비즈니스 
일본어 문서작성

취업을 위한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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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자·어휘 한자 문법 독해 청해 단어장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다락원�일본어�수험서�프로그램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5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4·5 문자·어휘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

JPT 한권으로 
끝내기 600

JPT 한권으로 
끝내기 800

JLPT 합격비법노트 
N4·5

JLPT 만점공략 
실전모의고사

N4·5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4·5

다락원 
JPT 1000제 청해편

다락원 
JPT 1000제 독해편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4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3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3 문자·어휘

JLPT 합격비법노트 
N3

JLPT 만점공략 
실전모의고사

N3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3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2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2 문자·어휘

JLPT 합격비법노트 
N2

JLPT 만점공략 
실전모의고사

N2(근간)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2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1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1 문자·어휘

JLPT 합격비법노트 
N1

JLPT 만점공략 
실전모의고사

N1(근간)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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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자·어휘 한자 문법 독해 청해 단어장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新일본어능력
시험 급소공략 
N3 문자·어휘

新일본어능력
시험 급소공략 
N2 문자·어휘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4·5 한자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3 한자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2 한자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1 한자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4·5 문법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3 문법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2 문법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1 문법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4·5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4·5 청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3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3 청해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3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2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2 청해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2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1 독해

(4th EDITION) 
JLPT 콕콕 찍어주마 

N1 청해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1 독해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3 문법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2 문법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1 문법

新일본어능력
시험 급소공략 
N1 문자·어휘

JLPT 한권으로 
끝내기 보카

N5~N1

JPT 한권으로 
끝내기 VOCA

시험에 꼭 나온다 
일본어 V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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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맨십 첫걸음 여행 문법 어휘 한자 회화 표현력�향상�프로젝트 일한�대역문고

|��다락원�일본어�독학용�프로그램

히라가나 가타카나 
쓰기노트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신나는 
여행 일본어

하루 10분! 일본어 
문법 특강 - 기초

힘내라!
일본어 단어장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 마스터 1006

다락원 일본어 
가나쓰기

내게는 특별한 
일본어를 부탁해

애니타임 
여행 일본어

일본어 문법 
한권으로 끝내기

나의 하루가 
들어 있는 일본어 

보카 25시

일본어 상용한자 2136 
한권으로 끝내기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 펜맨십

알짜 일본어 
VOCABULARY

일본어
한자읽기 3법칙

新일본어 펜맨십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VOCA

일본어 
필수한자 1945

명언으로 배우는 
일본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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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맨십 첫걸음 여행 문법 어휘 한자 회화 표현력�향상�프로젝트 일한�대역문고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회화 표현 수첩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 꼬마사전

일본어 
드라마를 만나다

테마로 배우는 
일본어 관용구

두발짝 
생활 일본어

일상에서 배우는 
일본어 경어

두발짝 
비즈니스 일본어

1.	 	일본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선	

오카 노부코 外 저/150×210mm 

136면/교재+오디오 CD 1장

2.	 	일본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선	

부시카 에츠코 外 저/150×210mm 

148면/교재+오디오 CD 1장

3.	 	일본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선	

사카타 히로오 外 저/150×210mm 

140면/교재+오디오 CD 1장

4.	 	일본초등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선	

쿠사노 신페이 外 저/150×210mm 

140면/교재+오디오 CD 1장

5.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작품선	

카네코 미스즈, 니이미 난키치 저

150×210mm/160면

교재+오디오 CD 1장

6.	 일본	전래동화	
아라이 나미 저/150×210mm 

168면/교재+오디오 CD 1장

7.	 일본	옛날이야기	
사이토 아케미 저/150×210mm 

164면/교재+오디오 CD 1장

8.	 일본의	재미있는	이야기	
요시모토 하지메 저/150×210mm 

152면/교재+오디오 CD 1장

9.	 일본	신화	
 오카 토모유키 저/150×210mm 

168면/교재+오디오 CD 1장

10.	이솝	우화	
미타무라 노부유키 저/150×210mm

160면/교재+오디오 CD 1장

1.	 	일본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선	

타카다 토시코 外 저/150×210mm 

136면/교재+오디오 CD 1장

2.	 	일본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선	

쿠로다 사부로 外 저/150×210mm 

144면/교재+오디오 CD 1장

3.	 일본중학교	교과서선	(上)	
타와라 마치 外 저/150×210mm 

184면/교재+오디오 CD 2장

4.	 일본중학교	교과서선	(下)	
다자이 오사무 外 저/150×210mm 

184면/교재+오디오 CD 1장

5.	 	미야자와	켄지의		
주문이	많은	요리점	

미야자와 켄지 저/150×210mm 

184면/교재+오디오 CD 1장

6.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켄지 저/150×210mm

240면/교재+오디오 CD 2장

7.	 고양이	‘비’의	이야기	
무레 요코 저/150×210mm 

168면/교재+오디오 CD 1장

8.	 어린왕자	(上)	
오자키 다쓰지 日訳/150×210mm 

184면/교재+오디오 CD 2장

9.	 어린왕자	(下)	
오자키 다쓰지 日訳/150×210mm 

160면/교재+오디오 CD 2장

10.		마지막	수업	
오자키 다쓰지 日訳/150×210mm 

104면/교재+오디오 CD 1장

1.	 일본고등학교	교과서선	
하기와라 사쿠타로 外 저 

150×210mm/112면 

교재+오디오 CD 1장

2.	 		미야자와	켄지의		
첼로	켜는	고슈	

미야자와 켄지 저/150×210mm

144면/교재+오디오 CD 2장

3.	 	도련님	(上)	
나츠메 소세키 저/150×210mm

224면/교재+MP3 CD 1장

4.	 	도련님	(下)	
나츠메 소세키 저/150×210mm

232면/교재+MP3 CD 1장

5.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저/150×210mm

192면/교재+MP3 CD 1장

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저 

150×210mm/160면 

교재+오디오 CD 2장

7.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	
다자이 오사무 저/150×210mm 

160면/교재+오디오 CD 2장

8.	 	근대명작단편소설선	
아리시마 타케오 外 저 

150×210mm/152면 

교재+오디오 CD 2장

9.	 	들국화의	무덤	
이토 사치오 저/150×210mm 

184면/교재+오디오 CD 2장

10.	오·헨리	걸작선	

오쿠보 야스오 日訳/150×210mm 

144면/교재+오디오 CD 2장 

초급 중급 고급

부장		오홍렬	 010-4301-7917 ohl7917@darakwon.co.kr

차장	도성욱	 010-9363-3770 daviddo@darakwon.co.kr

과장		정운식	 010-5611-9770 eggmon81@darak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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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주요�특징

•일본어 입문부터 중급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진 다락원의 새로운 코스북

•학습자의 수준에 꼭 맞춘 알찬 문형과 만화를 통해 일본어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

•일본어 어학 연수라는 상황에서 배우는 실전 일본어를 단계별로 학습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1
입문

박민영, 최충희, 김유천, 

사카구치 사야카, 세라쿠 도오루

본책, 쓰기 노트/워크북, MP3 CD 1장

교사용 지도서 제공
14,000 188×257 192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2

입문

~

초급

박민영, 최충희, 김유천, 

사카구치 사야카, 세라쿠 도오루

본책,워크북, MP3 CD 1장

교사용 지도서 제공
14,000 188×257 176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3
초급

박민영, 최충희, 김유천, 

사카구치 사야카, 세라쿠 도오루
본책,워크북, MP3 CD 1장 14,000 188×257 184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4
초중급

박민영, 최충희, 김유천, 

사카구치 사야카, 아키하 다카코
근간 근간 188×257 근간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5
중급

박민영, 최충희, 김유천, 

사카구치 사야카, 아키하 다카코
근간 근간 188×257 근간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다락원�일본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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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회화	워밍업  핵심이 되는 표현을 듣고 따라 말하며 선행 학습

문법	마스터  문법에 관한 언어 지식을 예문과 함께 쉽게 설명

말하기&읽기	마스터  어휘 치환을 통한 말하기 반복 

연습과 읽기를 통해 응용력 향상

한자	마스터  일본어 상용한자를  

쓰면서 연습

쓰기	마스터  쓰기 연습을 통해

학습 내용 확인

일본	문화	즐기기  본문과 관련된 

일본 문화를 소개

단어	마스터  본문과 관련된 단어

를 확장 연습

회화	마스터  실제 상황을 통해 주요 단어와 문형을 심화 학습

11



주요�특징

주요�특징

•일본어 입문에서 프리토킹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총 6단계 시리즈

•4컷 만화를 통한 다이나믹한 회화와 원포인트 해설과 연습문제를 통한 문법 이해

•다양한 게임을 통한 말하기와 쓰기 연습, 실력 체크 문제로 듣기와 문법 다지기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1
입문

채성식, 조영남,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본책, 쓰기 노트, 문법노트,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55,000원

13,000 188×257 168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2
초급1

채성식, 조영남,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본책, 문법노트,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55,000원
13,000 188×257 168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3
초급2

채성식, 조영남,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본책, 문법노트,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55,000원
13,000 188×257 168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4
초중급

채성식, 조영남,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4강 60,000원
14,000 188×257 176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5
중급

채성식, 조영남,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본책, 오디오 CD 1장 14,000 188×257 168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 6
중고급

조영남, 채성식, 아이자와 유카, 

나카자와 유키, 고마츠 나나
본책, 오디오 CD 1장 13,000 188×257 136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다락원�뉴코스�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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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학습목표  각 과에서 배울 주요 구문

과 문법 제시

문법	체크	 각 과의 포인트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 제시

읽어	봅시다  실제 회화 장면을 만화 

형식으로 제시

말해	봅시다  학습한 문법과 

어휘 등을 활용한 회화 패턴 연습

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게임을 통해 복습

연습문제  듣기, 읽기 등 다양한 문제를 풀며 복습 단어	체크	 각 과에서 알아두어야 할

단어를 테마별로 정리

13



주요�특징

•일본어 입문에서 중급까지 학습할 수 있는 총 5단계 시리즈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쉽고 재미있는 내용 전개

•단계별 필수 어휘 및 문형 제시

•현장 강의 경험을 반영한 대상별·수준별 난이도 적용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 1

입문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박행자, 아이자와 유카, 박준효, 

이나가와 유우키 

본책, 가나 쓰기, 오디오 CD 1장 13,000 188×257 200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 2

초급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박행자, 아이자와 유카, 박준효, 

이나가와 유우키 

본책, 오디오 CD 1장 13,000 188×257 176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 3

초중급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박행자, 아이자와 유카, 박준효, 

이나가와 유우키 

본책, 오디오 CD 2장 14,000 188×257 144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 4

중급
오현정, 아이자와 유카, 

이나가와 유우키 
본책, 오디오 CD 1장 14,000 188×257 176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 5

중고급
오현정, 아이자와 유카, 

하스이케 이즈미
본책, 오디오 CD 2장 14,000 188×257 18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New�다이나믹�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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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회화  2개의 쉬운 회화로 구성

구문	연습  학습한 문법을 문제를 풀며 복습 

회화	연습  다양한 어휘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

둘러보기	 학습한 문법과 어휘를 

재미있게 활용해 복습

문법	알기  중요 문법과 문형의 포인트 설명과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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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히라가나 입문부터 프리토킹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총 6단계 시리즈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적 학습

•언어 학습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통해 어휘, 문법, 회화 학습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1

입문
최충희, 마치다 고유키, 박민영,

유겨레, 김지숙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84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2

초급 최충희, 마치다 고유키, 박민영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84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3

초중급
고자와 야스노리, 요시모토 하지메,

이즈미 지하루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76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4

중급
요시모토 하지메, 가도와키 가오루,

후쓰카이치 소 
본책, 오디오 CD 2장 13,800 188x257 184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5

중고급

후쓰카이치 소, 고자와 야스노리, 

요시모토 하지메, 이즈미 지하루, 

구로기 료지, 조영남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84

New	

다락원	일본어	Step 6
고급

요시모토 하지메, 후쓰카이치 소, 

고자와 야스노리, 구로기 료지, 

Watson Joy, 조영남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50,000원
12,000 188x257 200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New�다락원�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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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학습포인트  각 과의 학습목표와 주요 단어 소개 회화  회화문과 단어 제시

문법  주요 문법을 예문과 함께 제시

포인트	회화  학습한 내용을 활용한 일상 회화 장면 제시

연습문제  듣기, 말하기, 쓰기 연습을 통한 실력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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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꼭 필요한 문법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문형만을 모아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학습 가능

• 학습 내용을 미리 제시하고, 회화를 통해 다시 보고, 자세한 설명과 문형으로 정리하고, 연습문제를 통해 복습

하는 구성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3 Step	일본어	1 입문
한선희, 이이호시 카즈야, 

오가와 야스코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44

3 Step	일본어	2

입문 

~

초급

한선희, 이이호시 카즈야, 

오가와 야스코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44

3 Step	일본어	3 초급
한선희, 이이호시 카즈야, 

오가와 야스코
본책, 오디오 CD 1장 12,000 188x257 160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번역

3 Step�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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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미리보기  학습할 문형 제시 문형	꽉	잡기  

학습할 문형을 A B의 대화문으로 확인

문형	쏙	정리하기  

문형을 자세한 설명과 예문으로 제시

회화로	또	확인하기  

회화를 통해 주요 문형 다시 확인

연습하기	 학습한 내용을 문형·회화·듣기·독해 연습문제를 통해 복습

함께	읽어	보는	일본의	문화  

일본문화에 대한 읽을 거리

회
화

19



주요�특징

• 일본어 교육의 최고 권위자인 미즈타니 노부코 교수의 50년 노하우를 집약시킨 〈신일본어〉시리즈 

• 교사는 체계 있게 가르치고, 학습자는 실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속 만점의 일본어 초급 교재

•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악센트와 프로미넌스(문장 강세)의 습득 훈련으로 네이티브와의 거리감을 해소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스타트	일본어	1 입문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2장

동영상 강의 60강 

40,000원(20강 기준)

13,800 188x257 168

스타트	일본어	2 초급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2장

동영상 강의 60강 

40,000원(20강 기준)

13,800 188x257 18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스타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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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스타트 일본어 1>과 <스타트 일본어 2>를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분량을 조절한 총 4단계 시리즈

•STEP 1, 2 - 문자와 발음부터 형용사·동사의 활용까지 기초 표현 중심의 회화 학습

•STEP 3, 4 - 기초 문법을 점검하고,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일본어 표현을 학습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ew	스타트	
일본어	Step 1

입문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10,000 188×257 136

New	스타트	
일본어	Step 2

입문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10,000 188×257 144

New	스타트	
일본어	Step 3

초급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10,000 188×257 144

New	스타트	
일본어	Step 4

초급 미즈타니 노부코
본책, 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10,000 188×257 14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본문 해석   회화 정답  

New�스타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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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きどき(도키도키)�일본어�초급

주요�특징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을 회화문으로 구성

•일본어 초급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법과 문형을 체계적으로 구성

•언어의 4기능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どきどき	일본어	초급	上 입문 이승영, 최정아 본책, MP3 CD 1장 13,000 188x257 176

どきどき	일본어	초급	下 초급 이승영, 최정아 본책, MP3 CD 1장 13,000 188x257 192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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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한국 대학생의 일본 유학 생활을 다룬 

회화문과 단어 정리 

문형	포인트	 회화문의 중요 문형과 

문법 포인트 정리

연습문제		언어의 기능에 맞춰 문형, 회화, 작문, 청해 연습으로 구성

학습	목표와	학습	포인트  각 과의 목표와 중요 문형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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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회화와 문법, 그리고 문화까지 쉽게 학습 가능

•풍부한 문형 연습으로 회화 실력 향상

•강화된 문법 설명으로 초급 문법 완벽 마스터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はじめての 日本語 1 입문 정의상, 정일영 본책, 가나 쓰기, 문법노트, 오디오  CD 1장 13,500 188x257 192

はじめての 日本語 2 초급 정의상, 정일영 본책, 문법노트, 오디오 CD 1장 13,500 188x257 160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はじめての日本語(하지메테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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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머	스터디  앞에서 배운 문법에 대

한 설명 제시

연습문제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

습 내용 복습

재팬	리포트	 일본인들의 생활과 문화, 

여행 정보 등을 소개

다이알로그	1, 2  회화문과 함께 주요 문장의 구조 제시

패턴	스터디	1, 2  

회화문에서 꼭 알아야 하는 문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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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일본어 글자 쓰기부터 기초 문법과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

•핵심을 콕콕 짚은 해설로 문법 정리

•풍부한 문형 연습과 회화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

•다양한 응용 연습을 통한 실력 업그레이드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新뉴라인	일본어	1 입문 최광준, 이분우, 마노 토모에 본책, 가나 쓰기, 오디오  CD 1장 13,500 188x257 192

新뉴라인	일본어	2 초급 최광준, 이정숙, 추석민, 김세련 본책, 오디오 CD 1장 13,500 188x257 192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정답

新뉴라인�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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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해설  회화문의 중요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문 제시 

일본	문화	엿보기  일본문화를 소개해 

일본어에 대한 흥미 증폭

회화연습  학습한 문형과 어휘를 

짧은 회화를 반복하며 연습 

응용연습  학습한 내용

을 응용한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 연습

한자연습  각 과의 중요 

한자를 쓰면서 연습

문형연습  문법해설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를 풀며 복습

회화  악센트가 표시된 단어 정리를 

보며 회화문의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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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문자와 발음부터 기초 문법과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초급 입문 교재

•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회화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형과 문법을 제시

•본문 회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본 문화를 덧붙여 일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에이스	일본어	

Step 1
입문 최영동, 신기동, 김영찬 본책, MP3  CD 1장 13,000 188x257 144

에이스	일본어

Step 2
초급 최영동, 신기동, 김영찬 본책, MP3  CD 1장 13,000 188x257 136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에이스�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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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각 과의 학습목표 제시 

문형	포인트  회화에 나오는 중요 

문법과 문형에 대한 설명과 예문

회화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교환학생의 한국생활을 회화문으로 정리 

연습문제  학습한 내용을 반복 연습  

일본	문화	사정  본문 회화와 

관련 있는 일본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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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일본어

주요�특징

• 기본 문형만으로도 일상 회화가 가능하게 구성된 초급

용 회화 교재

• 살아 있는 어휘, 일상적인 상황 위주로 자연스러운 일본

어 표현을 학습하는 교재

기본	회화	익히기  기본 문형을 활용한 회화 제시

응용	회화	익히기 기본 회화에서 변형된 회화 제시

읽기	연습	코너  일본어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읽을거리 제시

Key Sentence  각 과의 기본 문형 제시

STEP 1 

   오미선, 탁성숙 지음｜188×257mm｜144면｜12,000원 

(본책+오디오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STEP 2 

  오미선, 탁성숙 지음 지음｜188×257mm｜152면｜12,000원 

(본책+오디오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실력	체크  학습한 내용을 

연습문제를 풀며 확인

문법	알고가기  기본 회화와 

응용 회화에서 익힌 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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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lass�일본어

주요�특징

• 폭넓은 난이도의 예문을 채택, 수준 높은 일본어를 학습 

• 주요 문법을 알기 쉽게 표와 예문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초급 입문 교재

회화  학습 포인트가 반영된 회화와 단어 정리

실력	다지기  문형, 회화, 작문, 청해, 독해연습을 통한 실력 다지기 

문형과	표현	익히기  문형과 표현을 

자세한 설명과 예문으로 설명

종합문제  5과마다 종합문제를 

풀며 실력 확인

주요	학습	포인트  각 과의 학습 포인트 미리보기

1  신혜경, 노하라 가요코, 김계연, 송현아, 최은희 지음｜188×257mm 

200면｜13,800원 (본책+가나/한자 쓰기+오디오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2  신혜경, 노하라 가요코, 김계연, 송현아, 최은희 지음｜188×257mm 

168면｜13,800원 (본책+한자 쓰기+오디오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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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즐기는�초급�일본어

주요�특징

•일본어 왕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문 교재

•2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

• 문법, 회화, 게임, 만화, 듣기, 그룹활동 등 다양한 활동 가능

구라모치 가오루, 나고 마리, 세키 요우코, 가마다 미호 공저

188x257mm｜152면｜13,000원 (교재+일본어 가나 쓰기+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학습	목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만화

로 보기 쉽게 정리

알고	연습합시다  

간단한 연습문제를 풀며 

주요 문형 학습

대화합시다  

짝을 지어 회화 연습

함께합시다  

그룹을 지어 게임을 통해 회화 연습

들어	봅시다  

학습 목표의 만화를 일본

어로 들으며 빈칸 채우기

도전합시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문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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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아케미 지음｜188×257mm｜128면｜13,000원 

(교재+가나 쓰기+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와타시노�초급�일본어

주요�특징

•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다시 한 번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

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입문 교재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

록 정리

회
화

학습	포인트  

각 과에서 배울 학습 포인

트와 단어 미리보기

회화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생

활을 회화문으로 구성

문법과	문형  

기본 문법과 문형을 예문

과 함께 정리

체크  

각 과의 중요 문형을 정리

독해	연습  

일본어 문장을 읽고 간단

한 문제에 답하기

연습문제  

문제를 풀며 복습

문화  

본문 일본 문화 소개

회화	연습  

짝을 지어 회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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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교양 일본어

•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초급 학습자들을 위해 일본어 문자와 발음에서부

터 기초 문법과 기초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입문 교재

김옥희 지음｜188×257mm｜152면｜13,000원 (교재 + 가나 쓰기 + 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Speaking 초급 일본어

• 테마별 5가지의 Topic을 통해 자기소개, 쇼핑, 취향, 여가활동, 식당, 은행, 병원에서의 회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교재

오황선 지음｜188×257mm｜208면｜13,000원 (교재 + 가나 쓰기 + 오디오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일본어, 드라마를 만나다

• 일본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축약, 생략, 반말 등 생생한 현

지 회화체를 배울 수 있는 교재

요시모토 하지메, 조이 와트슨, 도쿠마 하루미 공저｜188×257mm｜320면｜13,000원 (교재 + 오디오 CD 1장)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회화 표현 수첩

• 일본어로 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회화 표현 300개를 소개하고 함께 사용할 단어를 정리

•자신이 원하는 표현과 단어를 골라 연습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신개념 독학용 교재

다락원출판부 편저｜오자키 다쓰지 감수｜152×218mm｜184면｜8,900원｜동영상 강의 60강｜60,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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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일본어 의성어·의태어 꼬마사전

• 일본어를 학습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의성어(擬声語)와 의태어(擬態語)를 보기 쉽게 정리한 교재

오자키 다쓰지 지음｜152×218mm｜136면｜8,500원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테마로 배우는 일본어 관용구

• 일상적으로 쓰이는 일본어 관용구의 의미와 용법을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예문을 통해 관용구

의 느낌과 분위기를 터득할 수 있는 교재

오자키 다쓰지 지음｜152×218mm｜256면｜9,500원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일상에서 배우는 일본어 경어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를 위한 독학용 경어 교재

• 일본어 경어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각 회화 상황에 맞는 경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교재

오자키 다쓰지, 고이시 도시오 공저｜152×218mm｜160면｜8,500원 

난이도  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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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두발짝�생활�일본어

주요�특징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를 통해 회화 표현과 어휘, 일본어 

감각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회화 교재

 김해정 지음 | 180x250mm | 328면 | 15,900원 (교재+별책부록+MP3 CD 1장)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단어수업  각 테마와 관련

된 단어 미리보기

회화수업  테마와 관련된 

5개의 짤막한 회화

보충수업  회화수업에서 보충

으로 표시한 추가 설명

보너스	열마디  바로 쓸 수 

있는 회화 표현 열마디 정리

컬쳐&보카  각 테마와 관련

된 일본문화와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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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두발짝�비즈니스�일본어

주요�특징

• 현장감 넘치는 비즈니스 회화 표현을 무역업무, 회의 등의 테마별

로 학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회화 교재

 최지은 지음 | 180x250mm | 248면 | 13,900원 (교재+별책부록+MP3 CD 1장) 

동영상 강의 40강 | 50,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핵심문형  각 단원의 필수 

문형과 단어 정리

비즈회화		학습한 어휘와 문형을 

바탕으로 한 기초 회화 연습 코너

응용회화  비즈회화를 응용 

전개한 중급회화

표현	리스트  응용회화의 문형을 바탕으

로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련 문장 정리

비즈니스&재팬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와 상식, 에티켓 등을 소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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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 여행사 등 관광 산업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위한 교재

•기초부터 일본어를 학습하면서도 관광에서 꼭 필요한 문법을 우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입문~초급 교재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ようこそ 관광	일본어	1 입문 송민수, 김윤희 본책, 가나 쓰기, MP3  CD 1장 13,500 188x257 152

ようこそ 관광	일본어	2 초급 송민수, 김윤희 본책, MP3 CD 1장 13,500 188x257 152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ようこそ(요우코소)�관광�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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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화
관
광

응용	회화	 

응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회화문 제시

문법	플러스  

응용 회화에 나온 문법 정리

학습목표  각 과의 학습목표와 

중심 문장 제시

연습문제  

문제를 풀며 학습 내용 확인

일본어	쓰기 히라가나, 

가타카나 단어 쓰기 연습

쉬어가기  

일본의 문화 소개

회화&단어  관광, 호텔, 공항 등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회화문과 단어 뜻 정리

문법  회화에 나오는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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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히라가나부터 시작해 기초적인 일본어를 익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관광 및 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관광 일본어 교재

•1권 일본편은 도쿄를 배경으로 일본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에 대해 소개

• 2권 한국편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의 관광지와 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기초부터	배우는	

관광	일본어	1	-	일본편
입문 이정희, 나스 치카코 본책, 가나 쓰기, MP3 CD 1장 13,500 188x257 168

기초부터	배우는	

관광	일본어	2	-	한국편	
초급 이정희, 나스 치카코 본책, MP3 CD 1장 13,500 188x257 160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기초부터�배우는�관광�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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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체크문법

각 과의 주요 문법 미리보기

문법  본문 회화에 등장하는 주요 문법 공부

일본의	이모저모  주요 도시의 

지역 정보 및 관광 정보 정리

연습  연습문제를 풀며 실력 확인

응용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화 응용 연습

회화  관광과 관련된 내용의 2개의 회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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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일본어 입문

•관광가이드 및 호텔 종사원을 위한 일본어 문자와 발음부터 시작하는 관광 일본어 회화 입문서

이나가키 겐지 지음｜188x257mm｜160면｜13,000원 (교재+오디오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관광 일본어 초급

• <관광 일본어 입문>으로 기초를 다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관광 및 호텔 관련 초급 회화에

서 문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

이나가키 겐지 지음｜188x257mm｜152면｜13,000원 (교재+오디오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관광 일본어 회화 실천편

•실전 단계로 진입하려는 학습자를 위한 관광 일본어 가이드 회화 교재

이나가키 겐지 지음｜188x257mm｜200면｜13,500원 (교재+오디오 CD 2장)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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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행 일본어

• 일본을 여행할 때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서 쉽고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을 엄선하

여 단어만 바꿔 활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제시 

•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물론  나만의 여행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여행자 노트’를 별책으

로 제공

최윤정 지음｜128x188mm｜240면｜9,000원 (본책, 별책(여행자 노트))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애니타임 여행 일본어

•언제나 든든한 일본 여행 가이드!

•풍부한 사진 자료와 생생한 현지 정보를 수록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단어와 알짜 여행회화 수록

함정수 지음｜128x188mm｜304면｜8,000원｜동영상 강의 20강  45,0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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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주니어�일본어

주요�특징

• 자세한 설명으로 쉽게, 재미있는 퍼즐과 게임으로 즐겁게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회화 중심의 

일본어 교재

1   김태호, 모리야마 신, 아이자와 유카, 마쓰자키 유코 지음｜188x257mm 

168면｜12,000원 (본책+가나 쓰기+그림 단어 카드+오십음도 브로마이

드+오디오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2   김태호, 모리야마 신, 아이자와 유카, 마쓰자키 유코 지음｜188x257mm 

168면｜12,000원 (본책+그림 단어 카드+오디오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미리	만나보기	꼭 알아야 할 

중요 낱말과 핵심 문형 소개

읽어보기	 다양한 형식의 

읽기 자료 제시

확인해보기  문제를 풀며 

학습 결과 평가

게임  게임으로 실력과 재

미를 동시에

일본어	표현	북마크		우리말과 비슷

하면서도 다른 일본어 표현 소개

자세히	알아보기  문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

말해보기  핵심 문형을 중

심으로 말하기 반복 연습

일본	문화	북마크  각 과

의 주제와  관련된 일본문

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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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니
어

다락원�주니어�일본어

주요�특징

•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학생들의 생활 모습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기 적성 교재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	1　 입문
김태호, 아이자와 유카, 

사와베 유코

본책, 히라가나 브로마이드, 

오디오  CD 1장
11,000 188x257 208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	2	 초급
김태호, 아이자와 유카, 

사와베 유코

본책, 가타카나 브로마이드, 

오디오  CD 1장
11,000 188x257 216

온라인 부가 자료  MP3  

45



힘내라!�독학�일본어�첫걸음

주요�특징

• 어휘 체크, 핵심 문형 체크, 핵심 문형 연습, 실전 회화 체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학습

•친절한 문법 설명과 실용적인 예문 제시

•4주 완성 학습 스케줄 제공

•가나 문자와 한자를 연습할 수 있는 쓰기 노트 제공

• 학습한 단어와 문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워크북 제공

• MP3 듣기 자료와 추가 학습 자료를 담은 데이터 CD 제공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입문  유세미
교재, 쓰기 노트/워크북, 미니북, 

데이터 CD 1장
14,000 188x257 216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무료 동영상 강의   별책부록 및 추가 학습 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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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
음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가나 문자와 발음 및 기본 인

사 표현을 그림와 음성으로 체크 

핵심	문형	체크  주요 문형을 설명

과 예문과 함께 학습

핵심	문형	연습  

핵심 문형을 응용한 반복 연습

연습문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며 복습

실전	회화	체크	 

앞서 공부한 문형과 어휘를 활용한 실전 회화 

반말,	더	알아두기,	일본	이야기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일본어와 일본

에 대한 읽을거리

학습내용		각 과의 학습내용 미리

보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

으면 동영상 강의로 연결

어휘체크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주요 어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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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특별한�일본어를�부탁해

주요�특징

• 본책의 ‘주요 구문 & 문법’, ‘대화’, ‘유용한 표현’, ‘연습 문제’로 체계적인 기초 학습

• 상황별로 간단한 일본어 표현을 담은 미니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패턴 드릴 연습

• 쓰기 노트 활용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문자 익히기

• 생생한 원어민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일본어 발음 익히기

• DVD에 담긴 친절한 저자의 동영상 강의로 부족한 일본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내게는	특별한	일본어를	부탁해 입문 이수경 교재, 쓰기 노트, 미니북, DVD 1장 15,000 188x257 280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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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
음

시작	페이지  학습내용 소개 주요	구문&문법  각 과의 주요 

구문과 문법 소개

연습	문제  문법, 듣기, 

읽기 문제를 풀며 학습내용 확인

인사이드	일본  일본의 문화, 

풍습 등을 소개

대화  주요 구문과 문법을 

활용한 대화문 제시

유용한	표현  다양한 상황을 

통한 표현 익히기

추가	단어  각 과의 단어를 

분야별로 나누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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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라나 가타카나 쓰기 노트

•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올바른 획순과 정확한 발음은 물론, 각 글자와 관련된 기본 단어와 기본 인

사 표현을 함께 모은 가나 쓰기 교재 

다락원 편집부 편저｜188x257mm｜144면｜7,0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다락원 일본어 가나 쓰기

•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나를 익힐 수 있도록 각 문자에 대한 쉽고 간결한  설명과 올바른 쓰기법

을 정리한 가나 쓰기 교재

다락원 편집부 편저｜188x257mm｜120면｜5,5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다락원 주니어 일본어 펜맨십

•일본어 문자를 오십음도 그림의 연상 작용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가나 입문서

서울일본어교육연구회 편저｜188x257mm｜120면｜5,500원

난이도  입문  

新일본어 펜맨십

• 쓰기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정확한 가나 쓰기법과 기본 발음을 알려주는 교재

다락원 편집부 편저｜한국일어교육학회 감수｜188x257mm｜108면｜4,000원

난이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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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바탕으로 일본

어 학습을 막 시작한 입문자부터 초급 수준의 학습자까지 기본 단어

를 익힐 수 있는 쉬운 단어장 

• 약 1500개의 어휘를 주제별로 20개의 UNIT으로 나누어 알고 싶은 

주제의 어휘를 자유롭게 학습 

• 삽화를 통해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문을 추가하여 어휘가 어

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

• JLPT(일본어능력시험)에 출제된 어휘에 해당 급수 표시

• 조수사와 조사, 명사, 형용사, 동사의 활용을 정리한 표를 부록으로 제공

 유세미 지음 | 152x218mm | 224면 | 12,000원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기본	인사	표현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인사 표현 체크

그림으로	주제	확인

각 UNIT의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

예문과	함께  현

실감 넘치는 예

문과 JLPT 기출 

어휘 표시

품사별	정리표  꼭 알아두어야 할 조수사, 동사 등의 활용 정리표 

색인  단어장에 실린 

모든 어휘를 あいう
えお 순으로 정렬

어
휘

힘내라!�일본어�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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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일본어 VOCABULARY

•각 품사별로 꼭 필요한 단어만을 선별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예문 수록

•JLPT N5~N2 수준의 어휘까지 학습

•네이티브의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듣기 능력 증대

제갈영, 오자키 다쓰지 공저｜128x188mm｜640면｜17,000원 (교재+MP3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나의 하루가 몽땅 들어 있는 일본어 보카 25시

•아침, 통근·통학, 회사·학교, 가사, 외출, 밤으로 6개 테마, 총 18가지의 장면으로 구성 

• 일러스트를 보며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고, 생활에서 빈번히 쓰는 단어와 표현 2600개 수록

아라이 기와, 무토 가쓰히코 공저｜140x195mm｜288면｜13,000원 (교재+MP3 CD 1장+체크시트)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명언으로 배우는 일본어 단어장

• 명언을 일본어로 학습하는 지적 만족감을 얻고, 명언 속에 녹아 있는 문법과 어휘의 연상작용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단어장

박은영 지음｜152x218mm｜280면｜11,800원

난이도  중급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VOCA

•실무에 초점을 맞춘 1300여 개의 단어와 예문을 엄선하여 주제별 상황 회화와 함께 수록

•단어와 회화를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비즈니스 단어장

최지은 지음│128x188mm│464면│14,000원 (교재+별책부록)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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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한권으로�끝내기�보카

어
휘

주요�특징

• 최신 기출어휘를 급수별로 나누고 품사별로 묶은 단어 공략집

•엄선된 예문으로 단어의 쓰임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급수별 30일 완성 스케줄 제공

•하루 분량 학습 후 쪽지시험으로 완벽 암기

• 단어학습용 MP3와 단어암기용 MP3, 2가지 버전 제공

 김성곤 지음 | 170x230mm | 560면 | 17,500원

난이도  초급~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급수별 쪽지시험 PDF

단어  급수별, 품사별 단어 정리

모의고사 각 급수의 학습

을 마치고 실제 시험 형식

의 문자·어휘 모의고사

로 실력 체크

쪽지시험 하루 분의 학

습을 마치고 쪽지시험으

로 확인. 다락원 홈페이

지에서 무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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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한권으로�끝내기�VOCA

윤준호, 박재욱 공저 | 170x230mm | 504면 | 16,000원

난이도  초급~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주요�특징

• 유형별 어휘 정리로 취약점을 공략하고 주제별 어휘 정리로 관련 

어휘를 한번에 파악

•출제 경향에 딱 맞춘 예문으로 시험 대비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의 연습문제로 실력 점검

문제	유형 설명  문제별 유형과 요령 설명

어휘와	예문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출제경향에 맞춘 예

문 제시 

연습문제

매 파트가 끝날 때 마다 

연습문제로 실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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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문법�한권으로�끝내기

주요�특징

•일본어 문법 기초부터 응용까지 총망라!

•충실한 설명과 풍부한 예문

•JLPT를 바탕으로 한 학습난이도 제시

•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팁 제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요점 정리 노트 제공

김성곤 지음｜백송종 감수｜188x257mm｜664면 | 25,000원

난이도  초급~중급    

문
법

색인  책에 실린 문법을 찾기 

쉽게 あいうえお순으로 정렬

문법  각 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하고 JLPT 급수와 예문 제시

요점	정리	노트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휴

대할 수 있는 별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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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시이 일본어 문법

• 일본어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용 문법서로, 기초 문법 활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조남성 지음｜188x257mm｜136면｜12,000원

난이도  입문

다이나믹 일본어 문법

•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초중급에 꼭 필요한 문법만을 정리한 강의

용 문법서

오현정 지음｜188x257mm｜280면｜13,0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강의용	PPT  

더욱 새로워진 귀로 쏙쏙 일본어 문법

• MP3 음성으로 예문을 듣고 워크북으로 문제를 풀면서 기초 문법부터 중고급 문법까지 골고루 

정리하는 정통 문법서

정의상, 정일영 공저｜188x257mm｜312면｜17,500원 (교재+워크북+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하루 10분! 일본어 문법 특강 -기초-

•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어 문법 엄선하여 하루에 10분씩 학습할 수 있는 양으로 구성한 기초 문법 교재

•친절한 저자 강의와 자세한 설명

•반복 학습으로 실력을 쑥 올리기 위한 워크북 제공

허성미(나루미), 박종현 지음｜188x257mm｜320면｜17,500원(교재＋워크북＋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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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속성 암기공식 30일 완성

• 일본어 문자와 발음부터 중급 문법에 이르기까지, 공식으로 정리된 일본어 문법을 하루에 한 과

씩 한 달 안에 마스터하도록 구성한 일본어 초급 문법 교재

제갈영 지음｜165x230mm｜276면｜8,900원｜동영상 강의 20강 40,000원 

난이도  입문~초급

김후련 일본어

• 초급에서 고급까지 문법·문형·강독·회화를 한 권으로 망라한 국내 최초의 종합 일본어 학습서

김후련 지음｜212x273mm｜664면｜21,000원

난이도  초급~고급  

문
법

ドラえもんのどこでも日本語(도라에몽의 어디서나 일본어)

• 친근한 캐릭터인 도라에몽과 함께 만화를 통해 일본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

•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일본 생

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초중급 교재

이나하라 교코, 맥케그 고토 유카리, 도사쿠 야스히코, 버질 후지모토 노리코 공저 | 손동주, 겐코 히로아키, 이치시마 유키코, 이

시즈카 켄 번역｜188x257mm｜224면｜14,500원 (교재+MP3 CD 1장)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테마로 배우는 고급 일본어

• 최신 자료로 엄선된 12가지 흥미로운 독해문으로 말하기·쓰기 활동을 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일본어 실력을 최상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 일본어 교재

이경수, 겐코 히로아키, 고토 노부유키, 지바 사유리 공저｜188x257mm｜184면｜13,000원 (교재+MP3 CD 1장)

난이도  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번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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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생활을 소개하는 독해문으로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까지 간접 체험 가능

•JLPT N4~N3 정도의 어휘와 문법, 표현, 한자 등을 연습

•문법 및 표현에서 학습자들이 헷갈려 하는 유사 표현을 함께 제시, 보다 심층적인 학습 가능

•만화를 통해 재미있게 일본 문화 소개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이나믹	일본어	독해	초급　 초급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가토 리에, 김혜

연, 이시이 나오미, 사사모토 아키코 
본책 12,000 188x257 168

다이나믹	일본어	독해		중급 중급
오현정, 김혜연, 이시이 나오미, 사사모토 아

키코, 최혜정
본책 12,000 188x257 18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다이나믹�일본어�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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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해

독해문과	단어	

음성을 들으면서 독해문을 읽고 신출단어와 표현도 확인

시작	페이지  

각 과의 학습 포인트 정리

포인트	정리  

독해문에 나온 문법과 표현 설명

연습문제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내용 확인

쉬어가기	 

4컷 만화로 구성한 일본 생활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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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초급에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해 교재

•15~20가지의 흥미롭고 생생한 테마로 독해문 구성

•JLPT N4~N2 수준의 독해문과 문형 및 단어 제시하고 작문 문제로 마무리

•독해 테마와 관련된 네이티브 회화 수록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락원	일본어	독해	초급　 초급 고가 마키코, 아오키 유코 본책, MP3 CD 1장 12,000 188x257 184

다락원	일본어	독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초중급 고가 마키코, 아오키 유코 본책, MP3 CD 1장 12,000 188x257 184

다락원	일본어	독해	중급 중급 고가 마키코, 아오키 유코 본책, MP3 CD 1장 12,000 188x257 176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다락원�일본어�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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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해

시작	페이지		

각 과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안내

문형	연습  

본문에 나온 문형에 대한 설명과 예문 제시

본문  독해문을 비롯, 간단한 확인 문제와 단어 및 표현 정리

연습문제  학습한 문형과 단어의 활용을 문제를 풀며 확인

회화  

본문의 주제에 대한 

네이티브 회화 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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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겐 독해 일본어 시리즈

• 일본 유명인의 명언을 둘러싼 흥미로운 스토리로 독해력은 물론, 실제 일본인의 생생한 대화로 

회화까지 익힐 수 있는 중고급 독해 교재

1  조남성, 김의영, 다나카 유스케, 이이즈카 토모코, 가와바타 유이치로 지음│188x257mm│208면│13,000원 

(교재+오디오 CD 2장))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2  조남성, 김의영, 다나카 유스케, 이이즈카 토모코, 가와바타 유이치로 지음│188x257mm│208면│13,000원  

(교재+오디오 CD 2장)

 난이도  중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일본어 초급 독해

•읽기·쓰기를 통해서 일본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초급 독해 교재

지나미 교코, 우에가키 야스코 공저│미우라 아키라 감수│188x257mm│160면│8,000원

난이도  초급

일본어 중급 독해 입문 <독학용>

•일본의 사회, 문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해설이 곁들여진 초·중급 독해 교재

도미오카 스미코, 시마 교코 공저│188x257mm│304면│9,000원

난이도  초중급   

일본어 중급 독해

•문화, 일상생활, 사회, 경제 등을 주제로 한 독해문을 실은 중급 독해 교재

도미오카 스미코, 다카오카 사쿠 공저│188x257mm│184면│7,000원

난이도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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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
닝

다락원�일본어�리스닝�초급에서�중급으로

주요�특징

• 일본어 초급 단계를 마친 학습자가 초급 문법과 기본 문형을 중심

으로 한 자연스러운 구어체 회화문을 통해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만든 교재

리스닝�일본어

주요�특징

• 일본어 능력시험 N3~N2에 해당하는 문형과 어휘

를 바탕으로 한국의 학습자가 자연스런 일본어 듣기

를 능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리스닝 교재

• 단순한 뉴스 듣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독특한 화법과 화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

• 어휘에는 악센트를 표시하고 각 과의 마지막에는 한

국인이 틀리기 쉬운 발음을 예와 자세한 설명 수록

야스이 아케미, 사와베 유코 공저 | 188x257mm | 152면 | 13,800원 (교재+별책부록+오디오 CD 2장)   

동영상 강의 40강 | 50,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1  미즈타니 노부코 지음 | 188x257mm | 136면 | 12,500원 (교재+오디오 CD 2장)｜동영상 강의 40강 | 45,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2 미즈타니 노부코 지음 | 188x257mm | 136면 | 12,500원 (교재+오디오 CD 2장)｜동영상 강의 40강 | 45,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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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내용 구성

•다양한 그림과 사진 자료의 활용으로 회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

• 단어와 문장에 대한 듣기뿐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전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에 대답할 수 있

는 회화 능력을 길러주는 교재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주제의 칼럼 수록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귀로	쏙쏙	일본어	리스닝	초급　 초급 사와베 유코, 야스이 아케미 본책, MP3 CD 1장 14,000 188x257 176

귀로	쏙쏙	일본어	리스닝	중급 중급 사와베 유코, 미네카지 토모코 본책, MP3 CD 1장 14,000 188x257 18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강의용 PPT

귀로�쏙쏙�일본어�리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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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
닝

워밍업  각 과의 기본 어휘와 문장 체크

단어와	표현  주요 어휘와 표현 정리 말해	봅시다  주제와 관련된 자유 회화 연습

할	수	있나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답하기 칼럼  학습 주제와 관련된 칼럼 소개

들어	봅시다1  짧은 회화문을 듣고 문제 풀기

들어	봅시다2	 음성을 듣기 전 내용을 

추측하고, 긴 회화문을 듣고 예상한 내

용이 맞는지 질문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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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16가지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활용한 초급에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문 교재

•기초 및 초급 단계의 문형을 정리

•재미있는 삽화와 다양한 작문 예시를 활용한 작문 연습

•주제에 맞는 질문지를 통한 작문 연습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이나믹	일본어	작문	초급　 초급 오현정, 도이 미호, 이시야마 데쓰야 본책 12,000 188x257 200

다이나믹	일본어	작문	중급 중급 오현정, 이시야마 데쓰야, 스미 유리카 본책 12,000 188x257 176

다락원�다이나믹�일본어�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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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문

미리보기  앞으로 학습할 내용 미리보기 표현	보기  각 과의 주요 표현과 단어 정리

포인트	작문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용해 작문

체크&챌린지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골라 자유롭게 작문 워드파워  본문의 내용과 관계된 단어와 문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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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일본어�작문

주요�특징

• 회화체와는 다른 일본어 문장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

• 짧고 쉬운 문장부터 긴 문장 쓰기 단계를 세분화해 고급 문장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교재

•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어휘는 레벨에 구애받지 않고 수록

• 작문력 뿐만 아니라 독해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재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다락원	일본어	작문	초급에서	중급으로 초중급
이경수, 오쓰카 가오루, 

데라이 히로미
본책 9,000 188x257 195

다락원	일본어	작문	중급에서	고급으로 중고급
사토 마시미츠, 타나카 사치코, 

토무라 카요, 이케가미 마키코
본책 8,500 188x25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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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일본어�상용한자�기초�마스터�1006

주요�특징

• 일본어 상용한자 중 초등학교 교육한자 1006자 수록

• 한자의 음과 뜻, 음독, 훈독, JLPT 급수, 필순, 색인을 표시

• JLPT, JPT 등 각종 각종 시험의 한자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 수록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예제 단어와 예문 수록 및 MP3 무료 다

운로드

한선희, 이이호시 카즈야 공저 | 188x257mm | 352면 | 16,000원 (본책+MP3 무료)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난이도  초급~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확인문제  

본문		초등학교 교육한자 1006자를 학년별로 나누어 음과  

훈은 물론, 예문과 쓰는 순서, JLPT 급수까지 표시

색인  

1006자를 총획수 기준으로 정리

연습문제	 

각 학년별 학습을 마친 후 연습문제로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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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상용한자 2136�한권으로�끝내기

주요�특징

•한자를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획순과 방향 표시 

• 상용한자 2136자의 음과 뜻,  음독, 훈독, JLPT 급수 표시

• JLPT, JPT 등 각종 일본어 시험에 대비한 예제 단어와 예문 수록

• 헷갈리기 쉬운 동음이의어는 예문과 그림으로 비교해 설명

한선희, 이이호시 카즈야 공저 | 188x257mm | 616면 | 22,000원

난이도  초급~고급    

본문		음독과 훈독을 구분하고 예시 단어는 물론 문장

까지 실어 한자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높임  

색인  

총획수를 기준으로 2136자 모두 정리

비슷한	한자	비교하기	 

부록으로 비슷한 한자를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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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일본어�한자읽기�3법칙

주요�특징

• 한자의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한자의 음독과의 유사성을 바탕으

로, 일본어 한자의 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두음·음절·받침의 세 가

지 법칙을 소개

• 상용한자가 1945자에서 2136자로 늘어난 것에 따라, 추가·삭제

된 한자와 음독을 반영하고 예시 단어를 보강한 개정판

일본어�필수한자�1945

주요�특징

• 일본어 필수한자 1945자를 일러스트를 통해 이해하고 네이티브

의 음성을 통해 암기할 수 있는 일본어 한자 학습서

이동훈 지음｜188x257mm｜384면｜17,000원

난이도  초급~고급    

스가이 겐키치 지음 | 188x257mm | 296면 | 18,500원 (교재+용례 모음집+MP3 CD 1장)

난이도  초급~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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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즈니스�상담을�위한�일본어�회화

주요�특징

• 사업상의 만남과 회사 소개, 접대 등 비즈니스 업무에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장면을 선별해 비즈니스 상담을 원활히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 일본어 교재

• 일본의 문화, 사고방식, 생활 습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기본편  김진성, 이성, 이시야마 데쓰야 지음｜188x257mm｜200면｜15,000원 

(책+MP3 CD 1장)

 난이도  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실전편  김진성, 이성, 이시야마 데쓰야 지음｜188x257mm｜200면｜15,000원 

(책+MP3 CD 1장)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표현  회화에 나온 문법과 

어휘, 비즈니스 표현에 대

한 설명

회화연습  제시된 대화문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

문형연습	문형을 직접 적어

보며 학습 내용 확인

칼럼  일본과의 비즈니스 

상황에 관한 이야기 수록

회화&단어  초중급 수준의 비즈니스 회화와 어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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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즈
니
스

두발짝 비즈니스 일본어

• 현장감 넘치는 비즈니스 회화 표현을 무역업무, 회의 등의 테마별로 학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회화 교재

최지은 지음│180x250mm│248면│13,900원 (교재+별책부록+MP3 CD 1장) | 동영상 강의 40강 |  

50,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OK!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 28가지 장면으로 비즈니스 실무에 꼭 필요한 회화, 매너, 문화까지 한번에 익힐 수 있는 비즈니

스 회화 교재

정형, 고이시 도시오 공저│188x257mm│168면│13,500원 (교재+별책부록+오디오 CD 1장)│ 

동영상 강의 40강 50,000원(20강 기준)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OK! 비즈니스 일본어 문서작성

•기초부터 쉽게 알려 주는 문서 작성 요령과 상황별 실전 문서로 현장 활용도 100%의 교재

정형, 고이시 도시오 공저│188x257mm│152면│8,000원

난이도  중급    

비즈니스 일본어 VOCA

•실무에 초점을 맞춘 1300여 개의 단어와 예문을 엄선하여 주제별 상황 회화와 함께 수록

•단어와 회화를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비즈니스 단어장

최지은 지음│128x188mm│464면│14,000원 (교재+별책부록)

난이도  초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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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일본어 - 자기 분석에서 서류·면접 대책까지 -

•취업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와 서류 쓰는 법, 면접에 필요한 일본식 매너를 익힐 수 있는 교재

스미 유리카, 오타 요시에 공저｜188x257mm｜224면｜13,000원 

난이도  중고급    

현지에서 바로 사용하는 실전 항공 서비스 일본어

• 항공 서비스 실무와 일본어 학습을 연결시켜 일본어 표현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까지도 함께 기

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 교재

이경수, 김은희 공저｜188x257mm｜200면｜14,000원(교재+MP3 CD 1장)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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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계와�함께�읽는�일본�일본인�일본문화

주요�특징

•한일비교문화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본문화론

• 겉으로 드러나는 일본은 물론 그 내면에 감춰진 일본인의 정신세

계까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생생한 현지 자료로 엮은 일본·일본 

문화 입문서

• 사진은 물론 일본 현지의 각종 최신 통계 자료를 수록한 새로운  

개정판

일
본�

알
기

정형 지음 | 188x257mm | 288면│15,0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강의용 PPT

시작	페이지  단원의 제목과 내용 구성 안내

주석과	참고문헌  

본문에 표시된 주석 내용과 참고문헌 정리

일본사	연표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사건을 나열한 연표

본문  사진과 표 등의 자료를 첨부해 본문 내용을 설명  

색인  주요 키워드로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색인

3r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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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재미있는�新일본�문화

주요�특징

•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최근의 일본인의 생활모습까지 

일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한 新일본 문

화 입문서

최광준 지음 | 188x257mm | 224면 | 13,000원

난이도  입문    온라인 부가 자료  강의용 PPT

시작	페이지  사진 자료로 각 단원의 내용 미리보기  

본문	페이지  사진 자료를  충분히 사용해 본문의 이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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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보는 일본 사정 입문

•일본인 학생과 일본 유학생들이 직접 쓴 일본 생활·문화·사회 소개서

•생생한 사진과 다양한 자료 수록하고 본문을 일한 대역으로 구성 

가쓰라지마 노부히로, 가나즈 히데미, 정태준, 정희순 공저｜188x257mm｜224면｜13,000원

난이도  입문~초급    

일러스트로 읽는 일본 미니 백과

•풍부한 일러스트와 포인트만 콕콕 집어낸 간단명료한 해설

•초밥 만드는 법에서 기모노 입는 법까지 없는 게 없는 박학다식 일본 안내서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s 지음｜145x255mm｜240면｜9,500원

난이도  중급   

日本語で読む日本文化 (일본어로 읽는 일본문화)

•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생생한 사진과 일본어로 접할 수 있는 일본 

입문서

정형 지음｜188x257mm｜224면｜12,000원

난이도  중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해석   

일
본�

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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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일본의 명문을 쉽고 즐겁게 읽으며 일본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30권으로 구성된 일본어 완성 프로그램

• 일본 초·중·고 국어 교과서선부터 일본 근·현대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소설까지, 개인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작품으로 일본어 실력 향상 

•자세한 어휘 풀이와 문형을 예문과 함께 정리하여 사전 없이 학습 가능

•네이티브의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된 음성으로 독해력과 함께 듣기 능력도 향상 

일한�대역문고

난이도 번호 교재명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초

급

1 일본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선 오카 노부코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36

2 일본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선 부시카 에츠코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48

3 일본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선 사카타 히로오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40

4 일본초등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선 쿠사노 신페이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40

5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작품선 카네코 미스즈, 니이미 난키치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0

6 일본 전래동화 아라이 나미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8

7 일본 옛날이야기 사이토 아케미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4

8 일본의 재미있는 이야기 요시모토 하지메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52

9 일본 신화 오카 토모유키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8

10 이솝 우화 미타무라 노부유키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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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대
역
문
고

중

급

1 일본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선 타카다 토시코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36

2 일본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선 쿠로다 사부로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44

3 일본중학교 교과서선 (上) 타와라 마치 外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84

4 일본중학교 교과서선 (下) 다자이 오사무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8,000 150x210 184

5 미야자와 켄지의 주문이 많은 요리점 미야자와 켄지 본책, 오디오 CD 1장 8,000 150x210 184

6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켄지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240

7 고양이 ‘비’의 이야기 무레 요코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68

8 어린 왕자 (上) 오자키 다쓰지 日訳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84

9 어린 왕자 (下) 오자키 다쓰지 日訳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60

10 마지막 수업 오자키 다쓰지 日訳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04

고

급

1 일본고등학교 교과서선 하기와라 사쿠타로 外 본책, 오디오 CD 1장 7,000 150x210 112

2 미야자와 켄지의 첼로 켜는 고슈 미야자와 켄지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44

3 도련님 (上) 나츠메 소세키 본책, MP3 CD 1장 8,500 150x210 224

4 도련님 (下) 나츠메 소세키 본책, MP3 CD 1장 8,500 150x210 232

5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본책, MP3 CD 1장 8,500 150x210 192

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60

7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 다자이 오사무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60

8 근대명작단편소설선 아리시마 다케오 外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52

9 들국화의 무덤 이토 사치오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84

10 오·헨리 걸작선 오쿠보 야스오 日訳 본책, 오디오 CD 2장 8,000 150x210 144

본문	페이지  한 쪽에는 일본어 원문과 어휘 정리를, 반대쪽

에는 한글 해석과 문형 및 보충 해설 수록

CHECK UP		  간단한 문제를 풀며 이야기의 내용 및 

문형에 대한 학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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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JLPT 2010~2017년 최신 경향을 반영한 완벽 대비 개정판

•2010~2017년 시험에 출제된 어휘·문법 연도별 정리

•음원 및 실전 모의테스트 추가 2회분 온라인 서비스

•문제별 기출어휘와 필수 문법을 실은 스피드 체크북 제공

급수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고급
이치우, 

기타지마 치즈코

본책, 모의테스트 문제집, 스피드 체크북,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40강 60,000원 (20강 기준)

27,000 188x257 504

N2

중급

~

중고급

이치우, 

기타지마 치즈코
27,000 188x257 488

N3 초중급
이치우, 

기타지마 치즈코
27,000 188x257 456

N4 초급 이치우, 이한나 27,000 188x257 488

N5 초급 이치우, 이한나

본책, 모의테스트 문제집, 스피드 체크북,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60,000원 

27,000 188x257 42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실전 모의테스트 2회분

JLPT�한권으로�끝내기
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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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식  연도별 기출어휘와 품사별 예상 어휘 정리 및 확인문제 수록

독해  문제유형 분석 및 문제 푸는 요령, 실전 연습 문제 수록

문법		출제 가능성 높은 문법과 경어 정리 및 확인문제 수록

청해		문제유형별 청해 포인트와 주의해야 할 발음 정리, 실전 

연습 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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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JLPT 분야별 대비서로 각 급수별로 문자·어휘, 한자, 문법, 독해, 청해 다섯 분야 총 20권으로 구성

• 최신 JLPT 출제 경향에 꼭 맞춘 핵심 정리와 적중도 높은 예상문제 수록

•파이널 테스트 4회분 제공

급수 분야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문자·어휘

고급

이치우 본책 14,000 188x257 296
한자 이치우 본책 13,000 188x257 272
문법 이치우 본책 16,000 188x257 368
독해 이서규, 박성길, 이영아, 김윤선, 도리이 마이코 본책 14,000 188x257 288
청해 송현종, 박성길, 도리이 마이코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248

N2

문자·어휘

중급

~

중고급

이치우 본책 16,000 188x257 368
한자 이치우 본책 13,000 188x257 280
문법 이치우 본책 16,000 188x257 376
독해 이서규, 박성길, 이영아, 김윤선, 도리이 마이코 본책 13,000 188x257 232
청해 송현종, 박성길, 도리이 마이코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240

N3

문자·어휘

초중급 

이치우 본책 14,000 188x257 296
한자 이치우 본책 12,000 188x257 216
문법 이치우 본책 14,000 188x257 320
독해 이서규, 박성길, 이영아, 김윤선 본책 12,000 188x257 192
청해 송현종, 박성길, 도리이 마이코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224

JLPT�콕콕�찍어주마
4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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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5

문자·어휘

초급

이치우 본책 16,000 188x257 360
한자 이치우 본책 12,000 188x257 224
문법 이치우 본책 16,000 188x257 392
독해 이서규, 박성길, 이영아, 김윤선 본책 14,000 188x257 256
청해 송현종, 박성길, 도리이 마이코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248

온라인 부가 자료  MP3   

JL
P
T

파이널	테스트  총 4회분의 모의테스트로 최종 점검

문법	출제표  시험직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문법 출제표

문법	정리  출제 순위가 높은 문법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문법을 실제 기출 문장과 함께 제시

실전문제  문법을 학습한 후 실전문제를 통해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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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JLPT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언어지식부터 청해까지,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을 실은 새로운 유형의 수험서

•기출어휘와 문법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오답 어휘와 문법까지 함께 정리

•실전 모의테스트 1회분 수록

급수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고급 허성미(나루미), 시미즈 모모요 본책, MP3 CD 1장 15,000 188x257 272

N2

중급

~

중고급

허성미(나루미), 조영남(감수)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336

N3 초중급 허성미(나루미), 황수영, 최은정, 정병호(감수) 본책, MP3 CD 1장 15,000 188x257 256

N4·5 초급 허성미(나루미), 황수영, 최은정 본책, MP3 CD 1장 16,000 188x257 30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JLPT�합격비법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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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별	설명	및	TIP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과 기출 문제 분석 및 문제 풀이 비법 정리

완벽대비	 고득점 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 문형 수록

실전	모의테스트  모의테스트로 실전 감각 익히기

기출	어휘	및	문법	체크   

2010년부터 출제된 어휘와 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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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JLPT 분야별 대비서로 N1/N2/N3의 문자·어휘, 문법, 독해 3분야 총 9권으로 구성

•JLPT에 나오는 급소만을 공략하고 풍부한 연습문제를 수록

•학교·학원 등에서 커리큘럼을 짜기에 최적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수험서

급수 분야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문자·어휘

고급

박병춘, 이승근 본책 9,000 188x257 152

문법 김성곤 본책 12,000 188x257 224

독해 권영부, 세키 쓰네오 본책 10,000 188x257 168

N2

문자·어휘
중급

~

중고급

박병춘, 이승근 본책 9,000 188x257 144

문법 김성곤 본책 12,000 188x257 224

독해 권영부, 세키 쓰네오 본책 10,000 188x257 168

N3

문자·어휘

초중급

박병춘, 이승근 본책 8,000 188x257 128

문법 김성곤 본책 12,000 188x257 232

독해 권영부, 이시카와 요시카즈 본책 10,000 188x257 128

온라인 부가 자료  해석파일   

新일본어능력시험(JLPT)�급소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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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어휘  필수 학습 어휘 정리

종합	모의고사	 총 4회의 종합 모의고사로 다시 한 번 복습

연습문제  각 챕터를 학습하고 30문항의 연습문제로 복습

최종	모의고사

부록으로 실제 시험 형식의 최종 모의고사 4회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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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2010~2016년 JLPT 출제 경향 완벽 분석 및 반영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5회분 수록

•<실전모의고사 5회분>과 <채점표>, <정답 및 청해 스크립트>, <해답 용지>로 구성

급수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고급 근간 본책 근간 188x257 근간

N2 중급~고급 근간 본책 근간 188x257 근간

N3 초중급 허성미(나루미), 나카자와 유키 본책 15,000 188x257 280

N4·5 초급 허성미(나루미), 나카자와 유키 본책 16,000 188x257 324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해설집  

JLPT�만점공략�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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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표		자신의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채점표 제공

정답	및	청해	스크립트		정답과 청해 문제의 스크립트 제공

실전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의 실전모의고사 5회분

해답용지  실제와 같은 형식의 해답 용지에 

정답 기재 요령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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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JLPT 출제 경향 완벽 분석 및 반영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의 모의고사 3회분 수록

•적정 예상 풀이 시간 및 실력 확인 채점표 제시

•자세하고 꼼꼼한 해설과 친절한 단어 정리

급수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N1 고급 이종권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21강 50,000원
15,000 188x257 312

N2 중급~중고급 이종권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21강 50,000원
15,000 188x257 304

N3 초중급 이종권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21강 50,000원
15,000 188x257 264

N4·5 초급 이종권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20강 50,000원
15,000 188x257 312

온라인 부가 자료  MP3  

합격하길�바래!��JLPT�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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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표 자신의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채점표 제공

정답	및	해설  정답과 문제 해설 및 청해 문제의 스크립트 제공

실전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의 실전모의고사 3회분

해답용지 실제와 같은 형식의 해답 용지에 

정답 기재 요령 익히기

91



주요�특징

•『일본어 표현 노트 기초편』의 개정판

• 초급자들이 알아야 할 200개의 기초 문형을 기능별로 나누고 

수준별로 묶어서 정리한 일본어 능력시험 N4~N5 문법 대비서

• 도입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고, 과별 마무리 확인문제

로 문형 완벽 익히기

주요�특징

• 초급 학습을 마치고 중상급 문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

• 중급 수준의 필수 표현 문형 500개의 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한 

일본어 능력시험 N1~N3 문법 대비서

• 도입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고, 과별 마무리 확인문제

로 문형 완벽 익히기

도모마츠 에츠코, 미야모토 쥰, 와쿠리 마사코 공저 | 백송종 감수 | 182x240mm｜256면｜13,500원

난이도  입문~초급    온라인 부가 자료  해석파일

도모마츠 에츠코, 미야모토 준, 와쿠리 마사코 공저 | 182x240mm | 360면 | 15,000원

난이도  중급    온라인 부가 자료  해석파일   

초급

중고급

新일본어능력시험(JLPT) N4~N5에�꼭�맞춘�

일본어�표현문형�200�기초편

新일본어능력시험(JLPT) N1~N3에�꼭�맞춘�

일본어�표현문형�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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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JPT 1000제�청해편

주요�특징

• 총 10회 분량의 청해 문제와 해설을 수록한 JPT 실전모의고사 

• Part1~Part4의 유형별 공략 요령과 함께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세밀하게 제시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집으로 간편한 학습 가능

다락원�JPT 1000제�독해편

주요�특징

• 총 10회 분량의 독해 문제와 해설을 수록한 JPT 실전모의고사 

• Part5~Part8의 유형별 공략 요령과 함께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세밀하게 제시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집으로 간편한 학습 가능

양정순 지음 | 188x257mm | 624면 | 25,000원 (본책+해설집+MP3 CD 1장)

난이도  초급~고급    온라인 부가 자료  MP3    

이최여희, 송경주 공저 | 188x257mm | 496면 | 20,000원 (본책+해설집)

난이도  초급~고급    

J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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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JPT 독학 수험자를 위한 자세한 해설과 다양한 문제를 수록한 점수별 대비서

• 표현 다지기-실전 감각 익히기-실전 문제 풀이의 3단계 공략 시스템으로 시험에 꼭 출제되는 표현과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 내용과 문제를 함께 실어 JPT 응용력 강화 

•각각 450, 600, 800점 획득을 위한 실전모의고사 1회분 수록

교재명 난이도 저자 구성 가격 크기(mm) 쪽수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 초급
이최여희, 양정순, 

사토 요코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청해·독해 각 40강 

60,000원(20강 기준)

25,000 188x257 600

JPT	한권으로	끝내기	600 중급
이최여희, 양정순, 

사토 요코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청해·독해 각 40강 

60,000원(20강 기준)

25,000 188x257 584

JPT	한권으로	끝내기	800 고급
이최여희, 양정순, 

사토 요코

본책, MP3 CD 1장

동영상 강의 청해·독해 각 20강 

60,000원

25,000 188x257 568

온라인 부가 자료  MP3   

JPT�한권으로�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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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  문제 유형 설명 및 총 3단계의 공략법 설명 

독해  파트별 문제 유형 설명 및 필수 어휘와 문법, 실전문제 수록 

실전	모의고사	 

실제 시험 형식의 모의고사를 정답

지에 마킹하며 실전 연습

해설집  

본책에 실린 모든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담은 별책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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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다이나믹	일본어	회화	입문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강민정  강의수준 입문

다락원의 인기 회화 교재 New 다이나믹 일본어 시리즈의 Step1을 바탕으로 제작된 첫걸음 강좌. 일본어 왕초보 

학습자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해 문자와 발음, 기초 회화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

다. 특히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국인이 취약한 발음을 정확히 배워, 수준 높고 세련된 표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교재명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이러닝�일본어�강좌�목록

New	다이나믹	일본어	회화	초급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박정소  강의수준 초급

다락원의 인기 회화 교재 New 다이나믹 일본어 시리즈의 Step2를 바탕으로 제작된 초급 강좌. 기초 단계를 벗어

나서 일상적인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교재명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2 

New	다이나믹	일본어	회화	중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정문주  강의수준 중급

다락원의 인기 회화 교재 New 다이나믹 일본어 시리즈의 Step3을 바탕으로 제작된 중급 강좌.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는 익혀 알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최적의 강좌.

교재명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3

New	다이나믹	일본어	회화	고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윤지나  강의수준 고급

다락원의 인기 회화 교재 New 다이나믹 일본어 시리즈의 Step5를 바탕으로 제작된 고급 강좌. 일본어로 일상대

화는 가능한 수준이나 더욱 명료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최적의 강좌.

교재명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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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입문

강수 20강  수강료 55,000원  강사 유미선, 이시야마 데쓰야  강의수준 입문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시리즈 첫 번째 강좌. 문형, 장면 중심의 패턴 학습에 치중된 종래의 학습방식에서 벗어

나, 단계별 문법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회화 학습을 지향한다. 먼저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는 포인트 문법에서 주

요 문법 내용을 요점 위주로 배울 수 있고, 원어민 강사가 같이 출연하는 뉴코스 레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따

라 하며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어 문자와 발음을 기초부터 상세히 배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중급	도약하기

강수 24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윤지나, 우오즈미 야스코  강의수준 중급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시리즈 네 번째 강좌. 단계별 문형 학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회화 학습을 지향한다. 먼

저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는 포인트 문형에서 주요 문형을 배울 수 있고, 원어민 강사가 같이 출연하는 뉴코스 레슨을 

통해 일본어 초급자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재명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4

교재명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1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초급

강수 20강  수강료 55,000원  강사 유미선, 이시야마 데쓰야  강의수준 초급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시리즈 두 번째 강좌. 문형, 장면 중심의 패턴 학습에 치중된 종래의 학습방식에서 벗어

나, 단계별 문법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회화 학습을 지향한다. 먼저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는 포인트 문법에서 주

요 문법 내용을 요점 위주로 배울 수 있고, 원어민 강사가 같이 출연하는 뉴코스 레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따

라 하며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일본어의 뼈대가 되는 기본문법은 본 강좌 수준에서 모두 배울 수 있다.

교재명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2

이
러
닝�

강
좌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초급	뛰어넘기

강수 20강  수강료 55,000원  강사 함채원, 오오타 마나부  강의수준 초중급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회화> 시리즈 세 번째 강좌. 문형, 장면 중심의 패턴 학습에 치중된 종래의 학습방식에서 벗어

나, 단계별 문법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회화 학습을 지향한다. 먼저 한국인 강사가 전담하는 포인트 문법에서 주

요 문법 내용을 요점 위주로 배울 수 있고, 원어민 강사가 같이 출연하는 뉴코스 레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따

라 하며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심도 깊은 회화 표현과 문형 등을 배울 수 있다. 

교재명 다락원 뉴코스 일본어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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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입문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손주언, 이시야마 데쓰야  강의수준 입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 일본어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시리즈의 입문편 강좌로, 현

지에서 일본인과 자연스러운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기존 일본어 강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발음과 악센트에 대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New 스타트 일본어 Step1

이러닝�일본어�강좌�목록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초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손주언, 이시야마 데쓰야  강의수준 초급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 일본어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시리즈의 초급편 강좌로, 현

지에서 일본인과 자연스러운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기존 일본어 강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발음과 악센트에 대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New 스타트 일본어 Step2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초급	뛰어넘기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이정희, 이나가와 유우키  강의수준 초중급 

일본어 온라인 강좌의 스테디셀러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시리즈를 완전 리뉴얼! 회화문 강독식의 전통적인 교수방

법을 취하지 않고, 어휘력과 문장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화문을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

습자 수준별 개인화 서비스와 반복 훈련을 통해 일본어 회화의 기본기를 튼튼히 다질 수 있다.

교재명 New 스타트 일본어 Step3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중급	도약하기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이정희, 이나가와 유우키  강의수준 중급

일본어 온라인 강좌의 스테디셀러 <다락원 新일본어 회화> 시리즈를 완전 리뉴얼! 회화문 강독식의 전통적인 교수방

법을 취하지 않고, 어휘력과 문장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화문을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

습자 수준별 개인화 서비스와 반복 훈련을 통해 일본어 회화의 기본기를 튼튼히 다질 수 있다.

교재명 New 스타트 일본어 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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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보	탈출!	마법의	300문장
강수 6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박빛나  강의수준 입문~초급 

300 문장만 알면 일본어 기초회화 정복! 까다로운 문법과 어려운 한자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포기했던 학습자들에게 

반가운 희소식! 회화를 구사하는 데 가장 필요한 300개의 문장을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입에서 

술술~! 일본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긴다.

회화가	강해지는	감정표현	일본어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수준 초급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담은 한마디 위주로, 자연스럽게 표현력을 늘려가는 일본어 회화 강좌. 기존의 정해진 표현을 

단순 암기하듯이 배우는 회화 학습에서 탈피하여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자기 기분을 말로 담고 싶을 때, 자기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을 때 최적의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조승연의	맛깔나는	테마	일본어	Season 1/2
강수 각 20강  수강료 각 50,000원  강사 조승연  강의수준 초급/중급

“친근체와 정중체를 한 번에 공부할 방법은 없을까?” “교과서 패턴의 딱딱함을 탈피한 참신한 내용이 없을까?”  학

습자들의 이런 니즈를 토대로,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숨 쉬는 현장감과 사실성에 중점을 두어 특별히 기획된 강

좌. Season 1에서는 기초 문법을 같이 정리하고, Season 2에서는 60개의 주요 문형 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교재명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회화 
표현 수첩

일본어	초급	탈출!	마법의	180회화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안형진  강의수준 초중급

180개의 회화문으로 일본어 초급 탈출! 다양한 테마의 꼭 알아야 할 180개의 회화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어느 새 입에서 술술~! 일본어 회화에 자신감이 붙는다.

교재명  두발짝 생활 일본어

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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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고수되기!	마법의	100문장
강수 20강  수강료 70,000원 (20강 기준)  강사 함채원  강의수준 중급 

일본어의 절반은 경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어의 고수되기! 마법의 100 문장> 이 알려주는 상황별 100가

지 경어 표현을 통해 깊이 있는 일본어를 맛 볼 수 있다.

교재명 일상에서 배우는 일본어 경어

99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	마스터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강기석  강의수준 초급

일본어 한자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강좌로, 일본의 상용한자 중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440자

를 익힐 수 있다. 근래 일본어 학습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한자를 쓰고 익히는 것보다, 읽고 이해하며 유사 및 유의 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된 강좌.

교재명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 마스터 
1006

이러닝�일본어�강좌�목록

다이나믹	일본어	문법	기본기편/필살기편

강수 각 20강  수강료 각 50,000원  강사 유미선  강의수준 초급/초중급  

일상적인 장면부터 비즈니스 장면까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본어 구사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만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문법 강좌. 적절한 구문 연습과 다양한 학습 퀴즈 코너 등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다. 

교재명 다이나믹 일본어 문법

다락원	일본어	리스닝 1/2
강수 각 20강  수강료 각 50,000원  강사 박정소/정문주  강의수준 초급/중급  

딱딱한 청취 텍스트는 이제 그만! 실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일본어를 통해 청취력을 올리자! 스토리가 있는 구

성으로 단순히 듣는 연습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예측 등을 기초로 내용을 이해하는 청해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

교재명  다락원 일본어 리스닝 
초급에서 중급으로

애니타임	여행	일본어	

강수 20강  수강료 45,000원  강사 이주현  강의수준 초급  

해외 여행지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일본! 막상 현지에 가보면 기본적인 영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의사소통에 

애를 먹고, 표지판이나 간판, 메뉴 등을 이해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게 된다. 본 강좌는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 ‘쉽고 빠

르고 재미있게’ 실용적인 표현 위주로 일본어를 습득해 ‘보다 더 알차게 즐기자!’는 모토로 제작되었다.

교재명 애니타임 여행 일본어

신짱의	일본어	속성	문법	

강수 20강  수강료 40,000원  강사 신승진  강의수준 초급  

딱딱하고 전통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한편의 스토리를 읽듯이 핵심문법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된 강

좌. 현대 도쿄에서 사용하는 표준 일본어를 기반으로, 일상회화 구사에 꼭 필요한 문법만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다.  

교재명 일본어 속성 암기공식 30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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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1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윤일  강의수준 고급

최신 개정판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1 교재를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정리와 적중도 높은 문제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JLPT 형식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강좌. 또한 고급 수험자를 위한 문형, 관용

구 등을 정리 학습하면서 월등한 일본어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New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3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박영미  강의수준 초중급  

최신 개정판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3 교재를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정리와 적중도 높은 문제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JLPT 형식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전 모의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강좌.

교재명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3

New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4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유미선  강의수준 초급  

최신 개정판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4 교재를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정리와 체계적인 문제풀이

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JLPT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강좌. 언어지식과 청해 파트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더 세심한 해설강의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명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4

New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5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유미선  강의수준 입문  

최신 개정판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5 교재를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정리와 적중도 높은 문제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JLPT 형식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강좌. 또한 일본어 초급 문법과 문형을 정리 

학습하면서 더욱더 탄탄한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명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5

교재명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1

New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2
강수 40강  수강료 60,000원 (20강 기준)  강사 박성길  강의수준 중급  

최신 개정판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2교재를 토대로, 문제 유형별 정리와 적중도 높은 문제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JLPT 형식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전 모의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강좌.

교재명  최신 개정판 JLPT 
 한권으로 끝내기 N2

이
러
닝�

강
좌

101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1

강수 21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박성길  강의수준 고급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1 교재를 토대로, 실전모의고사 3회분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해설해 주

는 강좌. 최신 경향의 JLPT 대비를 위한 문제 유형별 정리와 급소 공략 포인트를 제공한다.

교재명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1

이러닝�일본어�강좌�목록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2
강수 21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박성길  강의수준 중급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2 교재를 토대로, 실전모의고사 3회분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해설해 주

는 강좌. 최신 경향의 JLPT 대비를 위한 문제 유형별 정리와 급소 공략 포인트를 제공한다.

교재명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2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3
강수 21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박영미  강의수준 초중급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3 교재를 토대로, 실전모의고사 3회분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해설해 주

는 강좌. 최신 경향의 JLPT 대비를 위한 문제 유형별 정리와 급소 공략 포인트를 제공한다.

교재명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3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4•N5
강수 20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강기석  강의수준 초급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4•N5 교재를 토대로, 실전모의고사 3회분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해설

해 주는 강좌. 최신 경향의 JLPT 대비를 위한 문제 유형별 정리와 급소 공략 포인트를 제공한다. 

교재명  합격하길 바래! 
 JLPT 실전모의고사 N4•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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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청해편/독해편
강수 각 40강  수강료 각 60,000원(20강 기준)  강사 함채원/유미선  강의수준 초급

JPT를 시작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기초 문법·문형 및 청해 실력을 다지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분리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어휘력 증강을 위한 학습게임과 기본 발음 규칙 등을 배우는 

‘리스닝 특훈’ 등의 알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NEW JPT	한권으로	끝내기	800-청해편/독해편
강수 각 20강  수강료 각 60,000원  강사 함채원/조복곤  강의수준 고급

베테랑 강사들의 주요 비법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 JPT 고급 수준에서 요구되는 문법·문형 및 청해 실력을 다지

고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강좌. 

교재명 JPT 한권으로 끝내기 800

스타트	비즈니스	일본어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 (20강 기준)  강사 정문주, 이시야마 데쓰야  강의수준 초중급  

비즈니스 현장의 느낌이 살아있는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의 본문회화 학습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명강사의 경쾌한 강

의를 통해, 학습의 흥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강좌. 일본어에 관한 기초 지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학

습할 수 있다.

교재명  <최신개정판> OK!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오샤레	비즈니스	일본어

강수 40강  수강료 50,000원 (20강 기준)  강사 조승연, 이케베 가즈히코  강의수준 중고급  

비즈니스 실무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표현을 익히고 다양한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전편과 응용편

으로 구성하였다. 대일무역을 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맨에서 일본에 취업을 앞둔 IT 연수생들까지 폭넓은 학습자

에게 사랑받고 있는 강좌.

교재명 두발짝 비즈니스 일본어

교재명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

NEW JPT	한권으로	끝내기	600-청해편/독해편
강수 각 40강  수강료 각 60,000원(20강 기준)  강사 함채원/박병춘  강의수준 중급

JPT 중급 수준에서 요구되는 문법·문형 및 청해 실력을 다지고, 다양한 지문을 통해 독해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한 강좌. 기본 발음 규칙 등을 배우는 ‘리스닝 특훈’ 특강, 일본어의 까다로운 관용구를 익힐 수 있는 ‘관용구 

특훈’ 등의 알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명  JPT 한권으로 끝내기 600

이
러
닝�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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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초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이정희  강의수준 초급

대일 무역업의 종사자, 일본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까지 비즈니스 일본어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강좌.

교재명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회화 -기본편

이러닝�일본어�강좌�목록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중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최명식  강의수준 중급

대일 무역업의 종사자, 일본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까지 비즈니스 일본어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강좌.

교재명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회화 -실전편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고급

강수 20강  수강료 60,000원  강사 함채원  강의수준 고급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섬세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접객 센스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고급 

비즈니스 강좌. 비즈니스 현장의 생생한 실무 회화부터 골프나 카지노 등의 접대 회화, 경제 동향 등을 논하는 수준 

높은 회화까지 습득할 수 있다. 

교재명 에비스 비즈니스 일본어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이메일편

강수 20강  수강료 70,000원  강사 정문주  강의수준 고급

대일 무역업의 종사자, 일본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까지 비즈니스 일본어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강좌.

교재명  <최신 개정판> OK! 비즈니스 
일본어 문서작성

Biz	전화	일본어의	달인

강수 20강  수강료 50,000원  강사 조승연  강의수준 초중급 

전화 일본어라고 하면 ‘모시모시(여보세요)’만 알고 있는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강좌.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명

쾌한 강의와 그날 배운 주요 표현을 다양하게 복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계속적으로 유지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재명  Biz 전화 일본어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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