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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서
판매·서비스 종사자, 호텔관광학 전공자 필독서

친절한 판매·서비스
중국어 첫걸음

하지원 지음┃188x257┃초급┃166쪽
15,000원┃ISBN 978-89-92281-79-9

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일본어 입문서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정복임, 박은숙, 이정희, 김귀자 지음┃188x257┃초급┃272쪽
15,000원┃ISBN 978-89-92281-77-5

미얀마어 기초 생활 표현 총망라

하루 10분 말하기 습관
생활 미얀마어

Phyu Phyu Lwin Soe 지음┃152x225┃중급┃190쪽
14,000원┃ISBN 978-89-92281-75-1

알파벳부터 기초 문법까지 한 권에 마스터

The 바른

러시아어 첫걸음

조혜연 지음┃188x257┃초급┃243쪽
15,000원┃ISBN 978-89-922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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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도서

패턴의 법칙 베트남어 첫걸음

The 바른 베트남어 Step1

한 번에 끝! OPI 베트남어

The 바른 베트남어 Step2

한 번에 끝! OPI 스페인어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Phan Nguyen Ngoc Truc 지음┃172x245┃초급┃256쪽
15,000원┃ISBN 978-89-92281-73-7

김연진 지음┃188x257┃중급┃266쪽
18,000원┃ISBN 978-89-92281-76-8

신승, Israel Torres Pineda 지음┃188x257┃중급┃276쪽
19,000원┃ISBN 978-89-92281-72-0

Cao Huyền Trang, 이수진 지음┃188x257┃초급┃252쪽
18,000원┃ISBN 978-89-92281-27-0

Dang Lam Giang 지음┃188x257┃중급┃215쪽
15,000원┃ISBN 978-89-92281-64-5

노현명 지음┃188x257┃초급┃200쪽
13,800원┃ISBN 978-89-92281-32-4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김희원, 노현명 지음┃188x257┃중급┃208쪽
15,000원┃ISBN 978-89-92281-38-6

7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독일어

독일어

The 바른

독일어 첫걸음

오연주 지음┃188x257┃초급┃236쪽
15,000원┃ISBN 978-89-92281-52-2

독일어 왕초보 독학 입문 교재를 소개합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한 번에 익히는 회화문 구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유럽 언어 공통기준의 가장 기초 단계인 A1.1 단계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패턴

각 과에서 새로 배울 주요 표현 및
문법사항을 미리 학습합니다.

회화 익히기

새 단어

새로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풀이한
코너입니다.

본문 회화 코너입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대화문과 해석을 함께 볼 수 있
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을 한눈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8

회화 맛보기

본문 회화에 앞서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코너입니다. 보다 빠르고 쉽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법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기타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
히 정리 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알파벳부터 기초 문법까지 한 권에 마스터

The 바른

러시아어

러시아어 첫걸음

조혜연 지음┃188x257┃초급┃243쪽
15,000원┃ISBN 978-89-92281-74-4

기초 생활 표현으로 구성된 다양한 실용 대화문 학습
초급 단계의 필수 문법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 정리
대화문, 어휘, 듣기 문제 MP3 파일 제공

러시아어 필기체 연습을 위한 <쓰기노트>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 학습

러시아어 알파벳과 발음, 발음규칙, 억양 등 러시아어 학습에 필요한 필
수 기본 내용을 학습합니다.

문법

대화문에 나오는 주요 문법을 학습합니다.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기
초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회화

다양한 주제별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발음도 같이
익혀보세요.

연습 문제

문법, 독해, 쓰기, 듣기 등 다양한 형
식의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을 마무
리합니다.

추가 어휘

초급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기초 어휘
를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발음도 함께 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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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부터 기초 문법까지 한 권에 마스터

The 바른

루마니아어

루마니아어 첫걸음

Marina Voicu, 강지후 지음┃188x257┃초급┃169쪽
16,000원┃ISBN 978-89-92281-70-6

대화문과 이야기로 구성된 초급 회화 학습
기초 필수 문법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 정리
어휘, 문법, 듣기, 쓰기 등 다양한 형식의 연습문제 제공
대화문, 어휘, 듣기 연습문제 MP3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 학습

어휘 및 표현

문법

대화와 이야기

연습 문제

문화

루마니아어 알파벳과 발음 및 특징을 학습합니다. 본 학습에 앞서 반드시
먼저 숙지하세요.

앞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대화문과 이야기를 학
습합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발음도 같이 익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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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의 기초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합니다.

어휘, 문법, 쓰기, 듣기 등 다양한 형
식의 문제 풀이로 학습을 마무리합
니다.

기초 필수 문법을 자세한 예문과 함
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 봅
니다. 가볍게 읽으며 루마니아에 대
한 이해를 넓혀 보세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우는 미얀마어 학습서

The 바른

미얀마어

미얀마어 Step1

Lay Lay Mon 지음┃188x257┃초급┃238쪽
18,000원┃ISBN 978-89-92281-20-1

한 권으로 미얀마어의 기초를 잡아보자!
기본 문자와 발음 → 회화 → 확장 어휘의 3단계 학습 구성
기초 문법과 표현 정리

말하기와 듣기 집중 학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미얀마어 소개

회화

미얀마어 문자와 발음을 소개합니다.

기초 문법 표현

기초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
께 학습합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말하기 연습

배운 문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말해보는 훈련을 합니다.

듣기 연습

단어 듣고 따라 말하기부터 문장 받
아쓰기까지 다양한 듣기 훈련을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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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우는 미얀마어 학습서

The 바른

미얀마어

미얀마어 Step2

Nang Mya Su Aung 지음┃188x257┃중급┃187쪽
18,000원┃ISBN 978-89-92281-66-9

중급 문법과 어휘 학습으로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미얀마어 중급 문법과 다양한 실용 회화 학습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문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회화

미얀마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상황별 생생한 대화문을 학습
합니다. MP3 파일을 반복하여 듣고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 보세요.

연습 문제

문법, 듣기, 쓰기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풀이 훈련을 통해 학습을 정리
하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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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문법 및 표현

대화문에 등장하는 유용한 문법 및 표현들을 학습합니다. 중급 난이도의
문법과 실상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실용적인 표현을 익힙니다.

대화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실
용 어휘를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발음도 함께 익혀 보세요.

미얀마를 소개합니다

미얀마의 유적지, 전통, 문화, 생활 등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얀마어 기초 생활 표현 총망라

하루 10분 말하기 습관

미얀마어

생활 미얀마어

Phyu Phyu Lwin Soe 지음┃152x225┃중급┃190쪽
14,000원┃ISBN 978-89-92281-75-1

하루 10분으로, 미얀마어 말하기 마스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 생활 표현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수록
생활 미얀마어 주요 표현 MP3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미얀마어 문자와 발음

대화

문법

하루 10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미얀마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문자와 발음을 먼저 학습합니
다. MP3 파일을 듣고,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쓰고! 3박자 학습으로 미얀마
어 문자를 정복해 보세요.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문법과 문장 구조 등을 학습합니다.
구조를 알고 외우면 암기 효과는 쑥쑥! 말하기 실력은 레벨업!

생활 밀착형 기초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
표현과 발음 위주로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초보 학습자들을 위해 한글
로 발음을 표기하였습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핵심 대화문과 문장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문장 전체가 통으로 입에 밸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따라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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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베트남어 학습서

The 바른

베트남어 Step1

베트남어

Cao Huyền Trang, 이수진 지음┃188x257┃초급┃252쪽
18,000원┃ISBN 978-89-92281-27-0

베트남어 전문 강사와 원어민이 함께 쓴 최고의 입문서!
베트남어 기초 문법과 다양한 필수 어휘 정리
실생활 위주의 생생한 대화문 수록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문제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기초 상식

베트남어 소개

대화

어휘

문법 및 표현

기본 문형

연습

The 알아보기

베트남어 성조, 시제 등 기초 상식을
소개합니다.

회화에서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심
도 있게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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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의 알파벳과 발음을 소개합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상황별 대화
니다.
문을 학습합니다.

문법, 어휘 등 배운 내용을 문장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과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필
수 어휘를 학습합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 베트남의 기후, 음식 등 다양한 정보
의 문제를 통해 실력을 확인합니다. 를 소개합니다.

중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베트남어 학습서

The 바른

베트남어 Step2

베트남어

Dang Lam Giang 지음┃188x257┃중급┃215쪽
15,000원┃ISBN 978-89-92281-64-5

중급 문법과 어휘 학습으로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베트남어 중급 문법과 다양한 실용 회화 및 어휘 학습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문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하노이 표준 발음)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회화

문법

표현 넓히기

연습 문제

베트남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화를 생생한 문장과 표현
으로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반복하여 듣고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 보
세요.

회화 내용을 확장하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과 어휘들을 학습합니
다. 주요 단어들은 MP3 파일을 제공합니다.

대화문에 등장하는 유용한 문법 사항들을 학습합니다. 매 문법마다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문법 테스트'를 제공합니
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 풀이 훈련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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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의사 표현하기

패턴의 법칙

베트남어 첫걸음

베트남어

Phan Nguyen Ngoc Truc 지음┃172x245┃초급┃256쪽
15,000원┃ISBN 978-89-92281-73-7

패턴을 알면 회화가 된다!
단문에서 장문까지 1~4단계별로 쉬운 핵심 패턴만 수록
베트남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실용 표현 구성

베트남어를 몰라도 읽을 수 있는 한글 발음 표기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1단계 : 한마디로 표현하기

2단계 : 기초 문장 익히기

3단계 : 긴 문장 익히기

4단계 : 회화로 대화하기

처음 언어를 시작하는 기초 단계로, 짧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의문사와 문장의 연결에 필요한 조사와 부사를 학습합니다.

1, 2단계를 응용해서 비교문과 문장의 연결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 동사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들도 학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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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단계로, 간단한 의사표현을 위해 시제를 활용한 문장과 의문문을 비
롯한 부정문과 청유문을 학습합니다.

1, 2, 3단계를 응용해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회화를 학습하는 단계입니
다. 간단한 인사 표현부터 시간, 날씨, 방향 등의 회화 표현을 익혀 보세요.

한 번에 끝내는 4주 완성 OPI 베트남어 학습서

한 번에 끝!
OPI 베트남어

베트남어

김연진 지음┃188x257┃중급┃266쪽
18,000원┃ISBN 978-89-92281-76-8

IL부터 IH까지 합격 노하우!
IL부터 IH까지 단계별 학습 진행

빈출 주제별 다양한 질문 유형과 회화문 활용법 수록
꼬리물기로 돌발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다양한 질문 유형 파악하기

주제별 질문 유형으로 시험관의 다양
한 질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핵심 패턴 익히기

본문에 해당하는 패턴을 익힙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주제별 꼬리물기형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학습합니다. 모법 답변을 나에게 맞게 수정한 후 반복적으로 익혀 보세요.

주제별 회화문 답변

시험관이 요청한 질문에 대한 회화문 답변을 다양한 상황으로 학습합니다.

학습 더하기

초급 단계에서 알아햐 하는 기초 필
수 문법과 추가 어휘 및 학습 내용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익힙니다.

유용한 표현사전 10

각 질문에 대한 본문 답변 외에 다양
한 답변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용
한 표현들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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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쉬운 첫걸음서

The 바른

불가리아어 첫걸음

불가리아어

조은나래 지음┃188x257┃중급┃224쪽
18,000원┃ISBN 978-89-92281-61-4

쉽고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서
‘불가리아 언어와 문자’ 파트를 통해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시작
문법적 기초를 토대로 회화 표현을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
대화문과 어휘의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패턴

각 과에서 새로 배울 주요 표현 및
문법 사항을 미리 들어보는 코너입
니다.

문법

새 단어

새로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풀이한
코너입니다. 뜻풀이 외에 기타 참고
사항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기타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
히 공부합니다. 다양한 예문으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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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본문 회화문 코너입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대화문과 해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불가리아어 생활 회화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
하기 등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교재 최초 원어민 집필

The 바른

스와힐리어 Step1

Omangi Trevor 지음┃188x257┃초급┃212쪽
20,000원┃ISBN 978-89-92281-23-2

스와힐리어

쉽게 배우는 STEP by STEP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 기초 문법과 다양한 어휘 정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화문 수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의 연습문제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소개

대화

어휘

문법 및 표현

연습

문화

스와힐리어 알파벳과 발음을 소개합
니다.

기초 문법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이는 실용적인 표현을 학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대화문을 통해 학습합니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의 문제를 풀며 학습 내용을 정리합
니다.

주제별로 정리된 다양한 기초 어휘
를 학습합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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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입문자를 위한 집중 코스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노현명 지음┃188x257┃초급┃200쪽
13,800원┃ISBN 978-89-92281-32-4

스페인어 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입문서!
필수 기초 사항을 먼저 익히고 학습하는 단계적 학습

스페인어

기초 문법을 풍부한 예문을 통해 알기 쉽도록 정리

듣기 훈련을 위해 받아쓰기 연습문제 및 MP3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과

문법

회화

추가 어휘

연습 문제

문화

스페인어 발음, 강세 등 학습 전 필
수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법이나 회화에서 다룬 주제와 관
련된 어휘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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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법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하고 다양한 예문
을 실었습니다. 학습한 문법 사항의 말하기 연습 문제도 제공합니다.

각 과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하는 지면입니
다. 문법에서 다룬 내용을 읽고 쓰는 문제는 물론 듣기 문제도 제공합니
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이고 유용한 표현을 정리하였습니
다.

스페인어권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아가며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The 바른 시리즈로 체계적인 스페인어 학습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김희원, 노현명 지음┃188x257┃중급┃208쪽
15,000원┃ISBN 978-89-92281-38-6

기초부터 중고급 문법까지 한 번에!
필수 기초부터 DELE, FELX의 중상급 문법까지 학습

스페인어

드라마처럼 이어지는 회화문으로 실생활 속 대화 구성

다양한 형태의 연습 문제로 문법과 회화를 동시에 복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과

스페인어 발음, 강세 등 학습 전 필
수 기초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연습 문제

회화

각 과의 회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은 따로 정리하여 문법과 별개로 실생
활에서 사용하는 구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문법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유형
들을 실었습니다.

추가 어휘

각 과의 내용과 연관되는 주제의 어
휘를 실었습니다.

문법

주요 문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
습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회화부터 추가 어휘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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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끝내는 OPIc 4주 완성 학습서

한 번에 끝!
OPIc 스페인어
신승, Israel Torres Pineda 지음┃188x257┃중급┃276쪽
19,000원┃ISBN 978-89-92281-72-0

출제 경향 및 고득점 꿀팁 수록
빈출 주제별 다양한 질문 유형 소개

스페인어

주제별 질문에 대한 콤보형 모범 답변 수록
롤플레이에 필요한 핵심 패턴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핵심 문법

기초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
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롤플레이 핵심 패턴

유용한 표현사전 10

주제별 유용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수록했습니다.

빈출도 높은 롤플레이(Role Play) 핵심 패턴만을 모았습니다. 제시된 가
상의 상황에 맞게 상황극을 연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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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변

콤보 형식의 답변을 단계별로 제시해주고 답변에 반영된 번호로 고득점
답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돌발질문 10

OPIc 시험의 마지막 단계로, 주제와 관계없는 돌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제시해 주고, 대체 가능한 어휘들도 함께 알려줍니다.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New The 바른

아랍어 Step1

Manar AIsarahneh 지음┃188x257┃초급┃320쪽
20,000원┃ISBN 978-89-92281-46-1

국내 최초 원어민이 직접 쓴 아랍어 입문서
아랍어 기초 문법과 어휘를 알기 쉽게 정리
표준 아랍어를 사용한 생생한 대화문

무료 MP3 Download

아랍어

<쓰기 연습 워크북> 별도 제공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기초 상식

아랍어 소개

회화

새 단어

어휘

문법 및 표현

연습 문제

문화

아랍어에 대한 기초 상식을 소개합
니다.

기초 필수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했
습니다.

아랍어 문자와 발음에 대해 학습하
고, 읽고 쓰는 연습을 합니다.

꼭 필요한 기초 문법과 주요 실용 표
현을 학습합니다.

표준 아랍어를 사용한 생생한 대화
문을 학습합니다.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합니다.

대화문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학습
합니다.

아랍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
합니다. 가볍게 읽으며 아랍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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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아랍어 중급 학습서

The 바른

아랍어 Step2

하미드 지음┃188x257┃중급┃264쪽
20,000원┃ISBN 978-89-92281-68-3

대화문을 통한 문법과 표현 학습
주요 동사 변환표 및 추가 어휘 <부록> 제공

대화문과 듣기 문제 MP3 파일 제공(표준 아랍어 발음)

아랍어

아랍의 문화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생한 정보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회화

문법 및 표현

연습 문제

아랍 문화

중급 난이도의 비교적 긴 대화문과 실용문을 학습합니다. 표준 아랍어로
녹음된 MP3 파일을 반복하여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쓰기, 어휘, 문법,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풀어보며 학습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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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 나오는 다양한 문법과 표현을 학습합니다. 매 과마다 <동사 알아
보기>를 두어 주요 동사 변환표를 정리했습니다.

아랍의 문화와 생활 방식,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합니다. 멀고도 낯선 아
랍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아랍어 의료 통역사 실전 대비를 위한 필독서

의료 통역

아랍어 Step1

이새봄 지음┃188x257┃중급┃268쪽
20,000원┃ISBN 978-89-92281-58-4

아랍어 의료 통역사로 활동하는 저자의 생생한 실무 노하우
아랍인을 만나는 의료진이 꼭 알아야 할 의료 용어, 표현 수록

진료 과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서 실제 상황에 대비

무료 MP3 Download

아랍어

아랍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개괄 정보를 소개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PART 1

PART 2

PART 3

실전 시나리오

아랍인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랍권에 대한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병원 진료 분야별로 크게 1 1 Chapter로 나누어서 자세한 진행 과정 및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의료 통역을 하면서 있었던 가벼운 에피소드
를 소개했습니다.

질병 치료, 정밀 검사, 검강검진 등 의료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랍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료 통역사와 코디네이터, 의료진, 기타 병원
관계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의료 관련 일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 Chapter에서 구체적인 진료 과별
로 구분해서 정리한 코너입니다.

플러스 알파

진료 과별 필수 어휘, 표현, 용어, 검
사,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
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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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 기업 영어 인터뷰 빅데이터 전격 공개

The 바른

영어 인터뷰ㅇㅇ

ECK 컨텐츠 연구소 지음┃188x257┃초급┃188쪽
13,000원┃ISBN 978-89-92281-56-0

인터뷰 테스트 노하우 전격 공개!
인터뷰 주제 질문 유형의 유사 질문 제공
다양한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Tip!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로 구성

영어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Introduction

Question

Tip!

Sample Answer

Useful Vocabulary

Useful Phrases

Useful Expressions

Interview Tips!

10스텝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성
공적인 영어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많은 어휘 표현이 실려있어 보다 풍
부하고 짜임새 있는 표현들을 학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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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 기업체 빅데이터를 바탕으
로 다양한 질문 유형을 제공합니다.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구문을 제시
해 보다 자연스러운 회화 구사가 가
능합니다.

오랜 영어 인터뷰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는 질문의 모범 답변을
수집한 ECK교육만의 노하우를 담았 제공하여 답변을 만드는데 활용할
습니다.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 상황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표현들을 패턴 형식으로 학습
합니다.

준비부터 실제 면접의 Tip까지 제공
하여 성공적인 인터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우르두어

The 바른

우르두어 첫걸음

Aman ullah 지음┃188x257┃초급┃288쪽
18,000원┃ISBN 978-89-92281-53-9

입문자들을 위한 기초 문법 및 실용 회화 학습서
기초 문법과 어휘 및 다양한 실용 회화 학습

대화문과 주요 표현 및 어휘들의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초보자도 쉽게 따라 읽을 수 있게 모든 대화문, 예문, 어휘에 발음 기호 표시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우르두어

구성 및 특징

회화

문법 및 표현

주요 표현 및 어휘

연습 문제

쓰기 연습

문화

녹음을 들으며 대화문과 해석을 함
께 볼 수 있습니다.

쓰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는 우르두어에 따라
예문도 그에 맞게 다양하게 실었습
니다.

각각의 글자가 결합하는 형태를 확
인하며 쓰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
였습니다.

대화 주제와 관련된 주요 핵심 표현
및 어휘를 정리했습니다.

매 과의 학습이 끝나면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파키스탄의 문화를 소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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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하는 쉬운 첫걸음 교재

The 바른

우즈베크어 Step1

Dilshod Akbarov 지음┃188x257┃초급┃236쪽
18,000원┃ISBN 978-89-92281-51-5

우즈베크어 왕초보 입문 교재를 소개합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 배우기 쉬운 우즈베크어

반말과 존댓말을 한 번에 익힐 수 있게 회화문 구성
효과적 학습을 위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우즈베크어

구성 및 특징

패턴

각 과에서 새로 배울 주요 표현 및
문법 사항을 미리 학습합니다.

회화 익히기

새 단어

새로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풀이한
코너입니다.

본문 회화 코너입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대화문과 해석을 함께 볼 수있습
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을 한 눈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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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맛보기

본문 회화에 앞서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코너입니다. 보다 빠르고 쉽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법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기타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
히 정리 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쉬운 첫걸음 교재

The 바른

이란어 첫걸음ㅇ

최인화, Maryam Ahmadi Jeshvaghane 지음┃188x257┃초급┃292쪽
18,000원┃ISBN 978-89-92281-57-7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하는 독학 첫걸음!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 문제 원어민 녹음파일 제공

올바른 이란어 쓰기를 위한 알파벳, 숫자, 기초 단어 쓰기 연습 노트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이란어

예비 학습

회화

문법

어휘

연습 문제

문화

이란어 알파벳과 발음을 학습합니
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학습
합니다.

녹음을 들으며 대화문과 해석을 함
께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문법 내용을 정리
하고 마무리합니다.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저자가 경험한 이란의 다양한 문화
가 소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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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왕초보 독학 첫걸음

The 바른

이탈리아어 첫걸음

구민경 지음┃188x257┃초급┃200쪽
15,000원┃ISBN 978-89-92281-62-1

알파벳부터 기초 문법까지, 한 권으로 똑똑하게
이탈리아어 기초 문법과 다양한 실용 회화 학습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 문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이탈리아어

예비 학습

이탈리아어 알파벳과 발음을 학습합니다. 본 학습에 앞서 반드시 먼저 숙
지하세요.

문법

다양한 예문으로 기초 필수 문법을
알기 쉽게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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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내용과 관련된 추가 어휘를 다
양하게 학습합니다.

회화

일상을 주제로 한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반복하여 듣고 따
라 말하는 훈련을 해 보세요.

연습 문제

어휘, 문법, 쓰기, 듣기 등 다양한 형
식의 문제 풀이로 학습을 마무리합
니다.

문화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 산업 등 다양
한 문화를 소개합니다.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Florian Hutagalung 지음┃188x257┃초급┃180쪽
18,000원┃ISBN 978-89-92281-21-8

원어민이 직접 쓴, 믿고 보는 입문서
인도네시아어 기초 문법과 어휘 정리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실용적인 예문과 대화문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소개

알파벳과 발음(자/모음)을 학습합니
다.

표현 및 문법

회화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과 문
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회화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기초 표현으
로 구성된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연습

어휘

꼭 필요한 기초 어휘를 주제별로 학습합니다.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합니다.

읽기

읽기 연습을 통해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과 다양한 문장의 형태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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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는 인도네시아어 입문 학습서

New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Florian Hutagalung 지음┃188x257┃초급┃232쪽
18,000원┃ISBN 978-89-92281-54-6

원어민 강사가 집필한 인도네시아어의 정석!
발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인도네시아어 초급 과정
쉽고 간결한 설명으로 믿고 보는 입문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인도네시아어

맛보기

본 학습 시작 전에 주요 어휘와 표현
을 찾아보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어휘

기초 어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배운 어휘, 문법의 활용 연습과 작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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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문법

이미 제시된 어휘를 적용하여 새로
운 표현과 문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읽기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재미있게
읽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인도네시
아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회화

상황별 회화로 현지인들이 많이 쓰
는 회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회 문화에 관한 이야
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만든 인도네시아의 정석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Florian Hutagalung 지음┃188x257┃중급┃212쪽
15,000원┃ISBN 978-89-92281-37-9

동사 위주의 접사 활용 강화! 중급자로의 지름길
주요 핵심 문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습

연습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 및 확인
장문의 읽기 문장을 통해 독해 연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인도네시아어

사전 찾기

문법

회화

회화 표현

회화 연습 / 읽기

언어와 문화

관련 어휘와 표현을 찾으며 사전 학
습을 할 수 있습니다.

회화문에 나오는 주요 표현을 반복
학습 할 수 있습니다.

각 과의 주요 문법 및 표현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 회화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음원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서
확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과의 주요 표현을 회화를 통해 익
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실제 생활 속 언어와
관련된 문화 언어 습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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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끝내는 4주 완성 학습서

한 번에 끝!
OPI 인도네시아어
이승혜 지음┃188x257┃중급┃187쪽
18,000원┃ISBN 978-89-92281-67-6

OPI 인도네시아어 최신판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전 대비
빈출 주제별 다양한 질문 유형 수록
빈출 주제별 회화문 활용법

꼬리물기로 돌발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인도네시아어

다양한 질문유형 익히기

주제별 회화문

꼬리물기

Role Play

문법

연습 문제

어떤 형식의 질문에도 바로 출제의
도를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
형별로 학습합니다.

빈출도 높은 가상의 상황극을 통해
시험 상황을 간접 체험하고 직접 말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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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회화문에 대한 표현을 패턴
별로 익혀서 단어를 바꾸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빈출 문제 및 예상 문제를 정
리하고, 돌발 질문에 대비한 모범 답
변을 학습합니다.

문법은 물론, 읽기·쓰기·듣기 등 다양
한 형식의 문제를 풀어 보며 마무리
합니다.

패턴으로 배우는 쉽고 빠른 일본어

The 바른

일본어 Step1

최유리, 야마토 유미코 지음┃188x257┃기초┃234쪽
15,000원┃ISBN 978-89-92281-24-9

입문자 맞춤 패턴으로 학습하는 일본어
입문 학습자에 맞는 기초 패턴으로 구성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하고 실용적인 예문 수록
부가 학습용 단어장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일본어

문자의 이해

패턴

드릴

새 단어

회화

작문

점프

프렉티스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일본어 발음과 문자를 소개합
니다.

대표 문형을 활용한 상황별 단문 회
화를 학습합니다.

대표 문형과 단어를 소개하며 학습
목표를 설명합니다.

대표 문형을 활용하여 일본어로 작
문하는 연습을 합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대표 문형을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내용으
로 심화학습을 합니다.

대화문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학습
합니다.

대표 문형을 활용한 상황별 실전 회
화를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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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기초 문법과 어휘를 한번에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Step1

정복임, 박은숙 지음┃188x257┃입문┃216쪽
15,000원┃ISBN 978-89-92281-35-5

일본어 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입문서!
필수 기초 사항을 먼저 익히고 학습하는 단계적 학습
기초 문법을 풍부한 예문을 통해 알기 쉽도록 정리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로 추가 보충 학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일본어

예비 학습

일본어 문자, 발음 등 학습 전 필수 기초 사항들을 학습합니다.

문법

주요 문법과 문형을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하고 다양한 예문
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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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주요 문법과 문형을 활용한 실용적인 문장의 회화문을 학습합니다.

연습 문제

각 과의 학습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
지 문제를 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추가로 학습
합니다.

중급으로 쉽고 빠른 레벨업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Step2

정복임, 박은숙, 성지은, 김태희 지음┃188x257┃초급┃244쪽
15,000원┃ISBN 978-89-92281-40-9

살아있는 회화로 익히는 중급 일본어!
본문 전 주요표현을 소리내서 따라해보기
참고 어휘와 해석 풀이로 이해력 높이기
회화문 반복 학습으로 스피킹 실력 향상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일본어

Pattern

본문에 들어가기 전 주요 표현을 들
으며 소리내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Grammer

Voca

어휘 뜻 뿐만 아니라 참고 어휘와 풀
이를 함께 학습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예문으로 문법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회화문을 2가지 상황으로 제시하여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입
니다.

Exercise

문법과 회화문을 반복 훈련하여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 쓰기를 골고루 연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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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일본어 입문서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정복임, 박은숙, 이정희, 김귀자 지음┃188x257┃초급┃272쪽
15,000원┃ISBN 978-89-92281-77-5

가나 쓰기부터 회화까지 한 번에 끝내는 첫걸음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일본어 발음까지 배우기 쉽고 자세하게 정리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MP3 녹음 수록

주요 문법과 문형에 대한 설명과 다양하고 풍부한 예문 구성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일본어

예비 학습

회화

문법

어휘 익히기

말하기 연습

듣기 연습

쓰기 연습

책 속 책 : 가나 쓰기 연습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쓰기와 발음
부터 자세하게 배웁니다.

주요 문법과 문형을 활용하는 말하
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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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간단한 회화문을 학습합니
주요 문법을 다양한고 풍부한 예문
다. 원어민 발음의 MP3를 따라 말해 으로 학습합니다.
보세요.

청취력 향상을 위한 듣기 문제입니다.

주요 문형을 활용하여 직접 작문해
보는 쓰기 문제입니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추가 어휘를 다
양하게 학습합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획순에 따라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입문자를 위한 집중 코스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1

변지영, 이미옥 지음┃188x257┃기초┃271쪽
13,800원┃ISBN 978-89-92281-63-8

발음과 회화의 기본을 잡아주는 입문서
다년간의 출강 경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교재
기본 문형을 이용한 기초 어순 학습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 대화문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회화

어법

말하기

연습 문제

간단한 대화 형식의 필수 기본 어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초급 회화문 입니
다. 중국어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문형에서 활용된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체 연습을 통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그림보고 말하기 파트에서 직접 말
해봄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화에서 쓰인 필수 어법과 중요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쉽게 구성된 예문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어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
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듣
기·읽기·쓰기·말하기 실력을 점검하며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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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응용한 재미있는 중국어 교재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2

변지영, 왕단단, 이미옥 지음┃188x257┃초급┃223쪽
15,000원┃ISBN 978-89-92281-59-1

발음과 회화의 기본을 잡아주는 입문서
중국어의 뼈대가 되는 필수 기본 어법 학습
다양한 상황별 회화 제공

일상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전중국어 학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회화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들로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말하기

새 단어

각 과에 새로운 단어들을 정리하였
습니다. MP3 파일을 들으면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차 연습, 그림보고 말하기를 통해 단어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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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2에서는 필수 기본 어법을 총 13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각 과의 어법 파트에서는 회화에서 쓰인 필수 어법과 표
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연습 문제

다양한 형식의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듣기,
빈 칸 채우기, 중작 등 언어의 4가지 영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중급자들을 위한 집중 코스

New The바른

중국어 Step3

변지영, 지앙리 지음┃188x257┃중급┃202쪽
15,000원┃ISBN 978-89-92281-49-2

기초 회화 표현을 응용하여 중급 실력으로 발돋움!
작문 연습을 통한 문장 통 암기 훈련

대화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독해 연습 가능
준중급 수준의 어법을 활용한 연습문제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회화

어법

말하기

연습 문제

기초 회화문을 응용한 상황별 회화문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를 말해보는 연습이 회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
다.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가 술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3에서는 상활별 회화에 따른 필수 어법 및 표
현법을 총 15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연습 문제를 통해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간
단한 듣기, 단어 배열, 제시어를 이용하여 중작하기 등의 문제를 통해 학
습하였던 문형들을 최종 복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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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중/고급자를 위한 집중 코스

The 바른

중국어 Step4

변지영 지음┃188x257┃고급┃218쪽
14,800원┃ISBN 978-89-92281-12-6

중국어 중·고급자를 위한 집중코스!
더욱 심화된 과정으로 완벽한 중국어 구사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두 개의 상황으로 구성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급 중국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단어

회화

받아쓰기

본문

어법

말하기

듣기

연습 문제

각 과별 주요 단어를 먼저 학습합니
다.

중급 필수 문법을 예문과 함께 학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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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두 개의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는 연
습을 통해 문장 통 암기 훈련을 합니
다.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받아
쓰기 훈련을 합니다.

신HSK 유형의 듣기 훈련을 합니다.

대화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
였습니다. 가볍게 읽으며 복습하세
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합니다.

판매·서비스 종사자, 호텔관광학 전공자 필독서

친절한 판매·서비스
중국어 첫걸음
하지원 지음┃188x257┃초급┃166쪽
15,000원┃ISBN 978-89-92281-79-9

왕초보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포인트!
중국어 발음, 어순 및 기초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 과정을 담은 실용적인 대화문
판매·서비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80 문장 <부록>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쏙쏙 듣기

생생 회화

콕콕 설명

쭉쭉 더하기

알쓸중잡

싹싹 연습

실전 상황 연습

회화 완전 정복

회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듣기 문제
로 회화 학습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중국 고객의 매장 방문부터 구매, 사
후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회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중국 잡학지식' 생생 회화의 주요 표현과 문법 사항
은 중국 현지 생활 및 판매 현장에서 을 패턴화해서 연습합니다.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입니다.

회화 속 핵심 문법을 콕콕 짚어 쉬운
풀이로 학습합니다.

대화문 빈칸 채우기 문제로 실전 상
활을 연습합니다.

판매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한 어휘
를 보충 학습합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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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국어 첫걸음

한 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기초편

하수진 지음┃188x257┃기초┃150쪽
15,000원┃ISBN 978-89-92281-18-8

왕초보를 위한 판매 중국어 입문서!
발음부터 기초 판매 회화까지 꼼꼼하게 정리

판매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별 대화문 수록
기초 판매 회화 120문장 정리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생생 회화

콕콕 설명

쭉쭉 더하기

싹싹 연습

실전 상황 연습

회화 완전 정복

판매 상황별 대화문을 학습합니다.

핵심 문법을 이용한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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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회화 속 핵심 문법을 정리했습
니다.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
을 합니다.

판매 관련 어휘를 추가로 학습합니
다.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 확인합니다.

판매 서비스 중국어 강사들이 만든 판매의 정석

한 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실전편
하수진, 이한님 지음┃188x257┃고급┃192쪽
15,000원┃ISBN 978-89-92281-33-1

중국어 중·고급자를 위한 집중코스!
판매 서비스 업종, 관광학 전공자들을 위한 필독 교재

판매 서비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상황별 회화학습
핵심문법을 난이도별로 배치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생생 회화

중국 고객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업종별로 나누어 실전 대화문을 실었
습니다.

싹싹 연습

생생 회화 속의 주요 표현을 이용한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실전 상황 연습

해당 과에서 배운 판매 어휘를 사용
하여 실전 대화문을 연습합니다.

쏙쏙 듣기

회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듣기 문제
로 회화 학습 전이나 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습 문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합니다.

콕콕 설명

생생 회화 속의 핵심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학습합니다.

중국 문화 이야기

다양한 중국 문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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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극찬한 바로 그 책

중국어 말하기 시험
TSC 시험공략
현영, 박진희 지음┃188x257┃초급┃200쪽
15,000원┃ISBN 978-89-92281-19-5

부분별 집중 학습으로 시험 완벽 대비
발음부터 실전 문제까지 한 권으로 학습 가능
TSC 부분별 공략법과 학습 노하우 제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게 편집한 모의고사 문제집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중국어 발음 기초 다지기

중국어 어법 기초 더하기

TSC 공략 실전 익히기

TSC 모의고사

중국어 발음의 기본 요소인 한어 병음과 성조를 학습합니다.

1부분~7부분 공략법과 학습법을 제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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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기초 필수 어법을 다양한 예문으로 학습합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The 바른 중국어
말하기 시험 TSC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집

변지영 지음┃188x257┃실전┃105쪽
12,000원┃ISBN 978-89-92281-13-3

TSC 문제 유형과 실전 감각 마스터하기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 2회분 수록
꼼꼼하고 자세한 해설

무료 MP3 Download

구성 및 특징 *TSC 각 부분별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합니다.

중국어

자기 소개

그림 보고 답하기

의견 제시

상황 대응

대화 완성

일상 화제에 대해 설명하기

스토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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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합격을 위한 결정판

최강 新

HSK 4급ㅇㅇㅇ

박은정 지음┃188x257┃실전┃464쪽
19,800원┃ISBN 978-89-92281-30-0

新 HSK 유형과 실전을 한 번에 사로 잡는!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및 문제 풀이 요령 정리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최신 모의고사 2회분 수록
듣기 영역 훈련을 위한 받아쓰기 워크북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중국어

알기

기억하기

맛보기

이기기

정복하기

받아쓰기 워크북

필수 어휘 1200

빈출 어휘·구문

각 영역별로 정확한 문제 접근 방법
을 제시하여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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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 유형을
우리말 해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
니다.

듣기 영역 대비 받아쓰기 연습을 위
해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석, 해설, 단어 등의
설명이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新 HSK 4급 필수어휘 1200개를 암
기할 수 있게 단어장과 MP3 파일을
별도 제공합니다.

각 영역별로 핵심 단어들을 정리하
여 테마별로 관련 어휘를 정리해 두
었습니다.

실전 대비를 위해 본서의 핵심적인
어법과 관용어, 단어 등을 정리했습
니다.

알파벳부터 기초 문법까지 한 권에 마스터

The 바른

체코어 첫걸음

Petra Sváková 지음┃188x257┃초급┃328쪽
20,000원┃ISBN 978-89-92281-71-3

체코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실용 대화문 학습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문법과 어휘 및 표현 정리

교재에 수록된 모든 어휘와 체코어 체언의 격 변화 정리 (부록)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문제 MP3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체코어

예비 학습

대화와 이야기

문법

어휘

체코어 알파벳과 자ㆍ모음, 강세, 품사, 어순, 격 등 체코어 학습에 필요한
필수 기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대화문과 이야기를 통해 유용한 생활 표현 및 어휘를 학습합니다.
MP3 파일을 들으며 발음도 같이 익혀 보세요.

기초 어휘를 학습합니다. 체코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기초 어휘를 MP3 파일을 들으며 익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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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이 쓴 캄보디아 입문서

The 바른

캄보디아어 Step1

Siv Sreypov 지음┃188x257┃입문┃176쪽
15,000원┃ISBN 978-89-92281-43-0

캄보디아어 입문 학습자들을 위한 구성!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느 주요 표현 정리

주요 표현을 중심으로 말하기에 필요한 기초 문법 정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문제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캄보디아어

예비과

회화

어휘

연습 문제

캄보디아어 문자와 발음 등 학습 전
필수 기초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
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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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에서 배울 문법을 주요 표현 회
화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문법

캄보디아어 기초 문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었
습니다.

쓰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통해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
리했습니다.

문화

캄보디아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
울 수 있는 코너입니다.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The 바른

태국어 첫걸음

이정윤 지음┃188x257┃초급┃206쪽
15,000원┃ISBN 978-89-92281-55-3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하는 독학 첫걸음!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문법 및 표현 학습

발음부터 읽기, 쓰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왕초보 독학 입문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각 과에서 새로 배울 주요 표현을 미
리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연습 문제

새 단어

뜻 풀이와 기타 참고 사항 등을 함께
보여주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
하기 등 영역별로 골고루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회화

문법

태국 탐방기

부록 : 쓰기 연습

녹음을 들으며 대화문과 해석을 함
께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소개
합니다. 태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
집니다.

태국어

미리보기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올바른 쓰기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
록 별책 부록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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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시리즈로 체계적인 터키어 학습

The 바른

터키어 Step1

전고운 지음┃188x257┃입문┃200쪽
15,000원┃ISBN 978-89-92281-39-3

첫걸음을 쉽고 빠르게 뗄 수 잇는 최상의 교재!
원어민 발음으로 터키어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구성
한국어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이해도 상승
이해하기 쉬운 문법 설명으로 학습효과 상승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과

터키어

터키어 발음, 강세 등 학습 전 필수
기초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문법

사전 학습

각 과에서 배울 주요 표현 및 문법을
미리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정
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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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회화

연습 문제

문화

새 단어, 동의어 등 기타 참고 사항
과 더불어 이해하기 쉽도록 실었습
니다.

영역별로 골고루 문제를 접하며 복
습할 수 있도록 실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상황에 맞는 대화문
과 해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포르투갈어 입문서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유민정 지음┃188x257┃초급┃224쪽
16,000원┃ISBN 978-89-92281-48-5

알파벳과 발음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문법 및 표현 학습

대화문과 어휘의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및 유용한 동사 300개 수록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포르투갈어 왕초보 입문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회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실용적인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표현 및 문법

대화문의 주요 핵심 표현을 뽑아 그 안에 담긴 문법 사항을 콕콕 집어 정
리했습니다.

포르투갈어

동사 따라잡기

반드시 익혀야하는 주요 핵심 동사
를 동사 변화 및 주요 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어휘력 쏙쏙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초 필수 어
휘들을 정리했습니다.

연습 문제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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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폴란드어의 정석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김아름, 피오트르 로바친스키 지음┃188x257┃입문┃228쪽
18,000원┃ISBN 978-89-92281-41-6

기초부터 비즈니스 어휘, 문법, 회화를 한 번에!
자주 쓰는 폴란드어 동사를 이용한 초중급 수준 문법 정리
어려운 폴란드어 문법을 회화까지 가능하도록 구성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비즈니스 어휘 수록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과

폴란드어 알파벳과 발음, 강세 등 학
습 전 필수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
습니다.

회화

각 과에서 학습할 문법을 활용한 대
화문을 소개합니다.

어휘

대화문에서 사용된 단어 및 표현을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구문을 통
해 정리했습니다.

문법

주요 문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
습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폴란드어

연습 문제

여러 유형의 문제 형식이 있으며, 앞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며 복습
할 수 있도록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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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어휘

각 과의 내용과 연관되는 주제의 어
휘를 다양한 분야로 나눠 추가로 실
었습니다.

문화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 및 전통 음식,
기념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발음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

The 바른

프랑스어 Step1

김선미, 원승재 지음┃188x257┃초급┃212쪽
15,000원┃ISBN 978-89-92281-45-4

읽고 쓰고 말하기의 기초를 한 번에 마스터!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잡이 교재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글 발음을 병기

단어, 주요 표현, 회화문 등을 원어민 녹음 MP3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Audition

각 과에서 새로 배울 주요 표현 및
문법 사항을 미리 학습합니다.

Voca

새로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풀이합
니다.

Conversation

녹음을 들으면서 상황에 맞는 대화문과 해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Grammaire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 문법 사항과 함께 기타 중요한 학습 내용을 자세
히 정리했습니다.

Exercices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코너입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
하기 등 영역별로 골고루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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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시작하는 헝가리어 입문 학습서

The 바른

헝가리어 첫걸음

Kiss Tamare 지음┃188x257┃초급┃232쪽
18,000원┃ISBN 978-89-92281-69-0

한 권으로 똑똑하게 헝가리어 초보 딱지 떼자!
헝가리어 기초 문법과 다양한 실용 회화 학습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 어휘를 주제별로 정리
대화문과 어휘, 듣기 연습문제 원어민 녹음 파일 제공
무료 MP3 Download

유료 동영상 강의

구성 및 특징

예비 학습

헝가리어 알파벳과 발음, 발음 현상, 강세, 억양, 어순 등 헝가리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입니다. 본 학습에 앞서 먼저 숙지하세요.

회화

다양한 주제별 대화문을 통해 기초 생활 표현 및 어휘를 학습합니다. 녹
음을 들으며 발음도 같이 익혀보세요.

헝가리어

어휘

다양한 주제의 기초 어휘를 학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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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기초 필수 문법을 다양한 예문으로
알기 쉽게 학습합니다.

연습 문제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며 확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담다

57

신규 강좌
회화

두근두근 말레이어
초급┃김소은 강사┃15강

시험대비

한 번에 끝! OPIc 스페인어
중고급┃신 승 강사┃34강

회화

The 바른 러시아어 첫걸음
초중급┃문지혜 강사┃30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캄보디아어 Step1
초급┃복 위살봇 강사┃35강

회화

패턴의 법칙 베트남어 첫걸음
초급┃판 위엔 강사┃35강

회화

The 바른 루마니아어 첫걸음
초급┃강지후 강사┃3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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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강좌
시험대비

The 빠른 이탈리아어 CILS A2
중고급┃송주선 강사┃15강

회화

두근두근 그리스어
초급┃권세라 강사┃25강

회화

두근두근 라오스어
초급┃마니팁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우즈베크어 Step1
초급┃딜쇼드 아크바로프 강사┃20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초중급┃유민정 강사┃21강

회화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초급┃김아름 강사┃3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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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
회화

두근두근 그리스어
초급┃권세라 강사┃25강

네팔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네팔어 (알파벳)
초급┃에라 강사┃2강

회화

두근두근 네팔어
초급┃암리타 강사┃20강

독일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독일어
초급┃김성희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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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두근두근 나의 독일어 Step2
초중급┃오연주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독일어 첫걸음
초급┃오연주 강사┃30강

라오스어
회화

두근두근 라오스어
초급┃마니팁 강사┃25강

러시아어
회화

튼튼 러시아어 Step1
초급┃문지혜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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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튼튼 러시아어 Step2
초급┃문지혜 강사┃15강

회화

The 바른 러시아어 첫걸음
초중급┃문지혜 강사┃30강

문화

이문화 특강 - 러시아
입문┃알리어나 강사┃10강

루마니아어
회화

두근두근 루마니아어
초급┃강지후 강사┃21강

회화

The 바른 루마니아어 첫걸음
초급┃강지후 강사┃3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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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어
회화

두근두근 말레이어
초급┃김소은 강사┃15강

몽골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몽골어
초급┃홀랑 강사┃25강

여행

짬뽕 몽골어
초급┃홀랑 강사┃6강

여행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 몽골
입문┃홀랑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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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어

회화

버전업!
The 바른 미얀마어 Step1
초급┃난미야수아웅 강사┃36강

회화

The 바른 미얀마어 Step1
초급┃안주영, Thida Tun 강사┃35강

회화

The 바른 미얀마어 Step2
초중급┃난미야수아웅 강사┃30강

회화

패턴으로 배우는 미얀마어 첫걸음
초중급┃장주연 강사┃20강

회화

하루 10분 말하기 습관
생활 미얀마어
초급┃퓨퓨륀쏘 강사┃25강

여행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 미얀마
입문┃난미야수아웅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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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문화 특강 - 미얀마
입문┃레이레이몬 강사┃11강

발음

꿀바른 미얀마어 발음
초급┃난미야 수아웅 강사┃10강

베트남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베트남어
초급┃황엘림 강사┃20강

회화

튼튼 베트남어 Step1
입문┃이수경, 이아영 강사┃15강

회화

튼튼 베트남어 Step2
초급┃이수경, 이아영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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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베트남어 Step1
초중급┃이수진, 벨라 도 강사┃34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베트남어 Step1
초중급┃판 위엔 강사┃22강

회화

The 바른 베트남어 Step2
중급┃판 위엔 강사┃29강

회화

패턴의 법칙 베트남어 첫걸음
초급┃판 위엔 강사┃35강

문법

베트남어 기초 문법
초급┃판 위엔 강사┃15강

비즈니스

바로 쓰는 비즈니스 베트남어 초급
중급┃판 위엔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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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The 빠른 베트남어 OPI 4주완성
중고급┃김연진 강사┃15강

시험대비

The 빠른 베트남어 OPIc IM
중고급┃판 위엔 강사┃15강

시험대비

한 번에 끝! OPI 베트남어
고급┃김민기 강사┃31강

여행

짬뽕 베트남어 Season1
초급┃벨라 도 강사┃5강

여행

짬뽕 베트남어 Season2
초급┃이수경 강사┃10강

문화

이문화 특강 - 베트남
입문┃가오 후엔 장 강사┃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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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골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벵골어
초급┃루소 강사┃20강

불가리아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불가리아어
초급┃루미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불가리아어 첫걸음
초급┃조은나래 강사┃30강

스와힐리어
회화

The 바른 스와힐리어 Step1
초급┃황수진, 트레버 강사┃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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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짬뽕 스와힐리어
초급┃황수진 강사┃5강

스페인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스페인어
초급┃김효영 강사┃21강

회화

튼튼 스페인어 Step1
초급┃알렉스 강사┃15강

회화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초급┃노현명 강사┃22강

회화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초중급┃김희원 강사┃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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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버전업!
The 바른 스페인어 Step1
초급┃유수진(하스민) 강사┃26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초중급┃유수진(하스민) 강사┃16강

시험대비

The 빠른 스페인어 DELE A2
Reading
중고급┃유수진(하스민) 강사┃21강

시험대비

The 빠른 스페인어 DELE A2
Speaking
중고급┃유수진(하스민) 강사┃21강

시험대비

The 빠른 스페인어 DELE A2
Writing
중고급┃유수진(하스민) 강사┃16강

시험대비

한 번에 끝! OPIc 스페인어
중고급┃신 승 강사┃3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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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짬뽕 스페인어
초급┃노현명 강사┃5강

여행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 스페인
입문┃김희원 강사┃10강

싱할라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싱할라어
초급┃사니카 슬로차니 강사┃20강

아랍어
회화

The 바른 아랍어 Step1
초급┃김소연┃2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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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아랍어 Step2
중급┃이정환(하미드) 강사┃30강

회화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1
초급┃이정환(하미드) 강사┃25강

회화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2
초중급┃이정환(하미드) 강사┃25강

비즈니스

의료 통역 아랍어
중고급┃파라 수베다르 강사┃35강

아르메니아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아르메니아어
초급┃하스믹 카바비얀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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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어
회화

두근두근 아제르바이잔어
초급┃일라헤 강사┃15강

암하라어
회화

두근두근 암하라어
초급┃셀람 강사┃20강

회화

두근두근 암하라어 Step2
초급┃셀람 강사┃20강

영어
회화

The 빠른 Rhythm English
초급┃이지영(안젤라)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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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진짜진짜 왕초보 영어회화
초급┃이지영(안젤라) 강사┃15강

회화

영어 초보 만렙 찍기 Part1
초급┃송혜원(헤일리) 강사┃9강

회화

영어 초보 만렙 찍기 Part2
초급┃송혜원(헤일리) 강사┃9강

회화

영어 초보 만렙 찍기 Part3
초급┃송혜원(헤일리) 강사┃31강

회화

영어 초보 만렙 찍기 Part4
초급┃송혜원(헤일리) 강사┃16강

비즈니스

건설영어 한달이면 뚝딱
초중급┃문수정 강사┃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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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The 바른 영어 인터뷰
초중급┃이지영(안젤라) 강사┃20강

시험대비

The 빠른 New OPIc Start!
초급┃송혜원(헤일리) 강사┃12강

시험대비

The 빠른 OPIc Intermediate
초중급┃유정양 강사┃25강

시험대비

The 빠른 SPA Starter!
중고급┃문수정 강사┃21강

시험대비

The 빠른 SPA 실전
중고급┃고나경 강사┃20강

회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베트남인을 위한)
능숙한 영어회화 기초편
초급┃호 마이 프엉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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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베트남인을 위한)
영어 OPIc IM과 친해지기
중고급┃융 강사┃15강

우르두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우르두어
초급┃아만울라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우르두어 첫걸음
초급┃아만울라 강사┃30강

우즈벡어
회화

나도한다 우즈벡어
초급┃딜쇼드 아크바로프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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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우즈베크어 Step1
초급┃딜쇼드 아크바로프 강사┃20강

우크라이나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우크라이나어
초급┃최후희 강사┃25강

이란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이란어
초급┃정제희 강사┃25강

회화

나도한다 이란어
초급┃다부드 강사┃2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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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이란어 첫걸음
초급┃정제희, 이주원 강사┃30강

이탈리아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이탈리아어
초급┃장은조 강사┃25강

회화

두근두근 나의 이탈리아어 Step2
초중급┃장은조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이탈리아어 첫걸음
초급┃구민경 강사┃28강

시험대비

The 빠른 이탈리아어 CILS A2
중급┃송주선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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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The 빠른 이탈리아어 CILS B1
중고급┃송주선 강사┃15강

여행

짬뽕 이탈리아어 Season1
초급┃송주선 강사┃10강

여행

짬뽕 이탈리아어 Season2
초급┃송주선 강사┃10강

여행

짬뽕 이탈리아어 Season3
초급┃송주선 강사┃10강

여행

짬뽕 이탈리아어 Season4
초급┃송주선 강사┃10강

여행

짬뽕 이탈리아어 Season5
초급┃송주선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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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회화

New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초급┃남효민 강사┃30강

회화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초급┃이승혜, 푸투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초중급┃실비아 강사┃16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초급┃하영지 강사┃26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중급┃하영지 강사┃26강

시험대비

관광통역안내사 - 인도네시아어
고급┃장혜선 강사┃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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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The 빠른 인도네시아어 OPI1
중급┃장혜선 강사┃15강

시험대비

The 빠른 인도네시아어 OPI2
중고급┃장혜선 강사┃16강

시험대비

한 번에 끝! OPI 인도네시아어
중고급┃이승혜 강사┃32강

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초급┃하영지 강사┃5강

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Season1
초급┃남효민 강사┃10강

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Season2
초급┃남효민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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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Season3
초급┃남효민 강사┃10강

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Season4
초급┃남효민 강사┃10강

여행

짬뽕 인도네시아어 Season5
초급┃남효민 강사┃10강

문화

이문화 특강 - 인도네시아
입문┃하영지 강사┃15강

일본어
회화

The 바른 일본어 Step1
초급┃최유리 강사┃25강

82

회화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Step1
초급┃정복임 강사┃25강

회화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Step2
초중급┃정복임 강사┃36강

회화

한 번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초급┃정세진 강사┃30강

비즈니스

취업 일본어 Season1 지원하기
중고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비즈니스

취업 일본어 Season2 면접보기
중고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여행

짬뽕 일본어 Season1
초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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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짬뽕 일본어 Season2
초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여행

짬뽕 일본어 Season3
초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여행

짬뽕 일본어 Season4
초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여행

짬뽕 일본어 Season5
초급┃김미하(리사) 강사┃10강

여행

짬뽕 일본어 上
초급┃최유리 강사┃5강

여행

짬뽕 일본어 下
초급┃최유리 강사┃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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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회화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1
초급┃전은정 강사┃33강

회화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2
초급┃임선아 강사┃30강

회화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3
초중급┃하유리 강사┃16강

회화

The 바른 중국어 Step1(저자직강)
초급┃변지영 강사┃41강

회화

The 바른 중국어 Step1
초급┃김윤희 강사┃35강

회화

The 바른 중국어 Step2
초급┃인해주 강사┃3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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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중국어 Step3
초중급┃인해주, 짜오리화 강사┃30강

회화

The 바른 중국어 Step4
중급┃남은영, 왕림 강사┃30강

회화

최강 중국어 어법
초급┃박은정 강사┃28강

비즈니스

친절한 판매·서비스 중국어 첫걸음
중급┃전은정 강사┃30강

비즈니스

한 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기초편
초급┃박은정 강사┃22강

비즈니스

한 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실전편
초급┃양수진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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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TSC 시험공략
초중급┃이한님 강사┃16강

시험대비

최강 新HSK 4급
초중급┃박은정 강사┃31강

여행

짬뽕 중국어 Season1
초급┃박은정 강사┃5강

여행

짬뽕 중국어 Season2
초급┃박은정 강사┃5강

문화

이문화 특강 - 중국편
입문┃박은정 강사┃5강

발음

꿀바른 중국어 발음
초급┃박은정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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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어
회화

두근두근 체코어
초급┃박소민 강사┃20강

회화

두근두근 체코어 Step2
초급┃박소민 강사┃20강

회화

The 바른 체코어 첫걸음
초급┃이애리 강사┃32강

카자흐어
회화

두근두근 카자흐어
초급┃사울레 강사┃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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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어
회화

The 바른 캄보디아어 Step1
초급┃김여진 강사┃20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캄보디아어 Step1
초급┃복 위살봇 강사┃35강

키르기스어
회화

두근두근 키르기스어
초급┃아나라 강사┃25강

태국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태국어
초급┃박가은 강사┃2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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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두근두근 태국어 Step2
초중급┃박가은 강사┃20강

회화

The 바른 태국어 첫걸음
초급┃이정윤 강사┃36강

회화

The 빠른 태국어
초급┃나티샤 강사┃14강

여행

짬뽕 태국어 Season1
초급┃와니다 크라우머 강사┃10강

여행

짬뽕 태국어 Season2
초급┃와니다 크라우머 강사┃10강

여행

짬뽕 태국어 Season3
초급┃와니다 크라우머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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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짬뽕 태국어 Season4
초급┃와니다 크라우머 강사┃10강

여행

짬뽕 태국어 Season5
초급┃와니다 크라우머 강사┃10강

문화

이문화 특강 - 태국
입문┃완 강사┃11강

터키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터키어
초급┃전고운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터키어 Step1
초급┃전고운 강사┃2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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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The 바른 터키어 Step2
초중급┃전고운 강사┃26강

여행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 터키
입문┃전고운 강사┃10강

투르크메니스탄어
여행

짬뽕 투르크메니스탄
초급┃안나무하메드 강사┃5강

문화

이문화 특강 - 투르크메니스탄
입문┃올랴 강사┃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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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
회화

나도한다 포르투갈어
초급┃신현정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초급┃신현정 강사┃20강

회화

버전업!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초중급┃유민정 강사┃21강

폴란드어
회화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초급┃김아름 강사┃32강

회화

The 바른 폴란드어 Step2
중급┃김아름 강사┃3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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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프랑스어
초급┃장도혜 강사┃25강

회화

두근두근 레벨업 프랑스어 중급
중급┃서아름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프랑스어 Step1
초급┃원승재 강사┃28강

회화

왕초보 프랑스어 탈출 21회 완성
초급┃원승재 강사┃21강

여행

짬뽕 프랑스어
초급┃추은초 강사┃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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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회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몽골어로 강의합니다.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홀랑 강사┃20강

회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
초급┃판 위엔 강사┃20강

회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두걸음
초급┃판 위엔 강사┃20강

회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영어로 강의합니다.

Jason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 입문반
초급┃신종철(제이슨) 강사┃15강

비즈니스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편
초급┃판 위엔 강사┃15강

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TOPIK 2급 완벽대비+ 과정
초급┃쑨양 강사┃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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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TOPIK 3급 완벽대비+ 과정
초중급┃타오 짱 강사┃20강

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TOPIK 4급 완벽대비+ 과정
중급┃판 위엔 강사┃20강

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TOPIK 5급 완벽대비+ 과정
중고급┃판 위엔 강사┃20강

시험대비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TOPIK 고급 문제 정복
고급┃타오 짱 강사┃21강

문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한국 기업의 문화
초급┃바오 이엔 강사┃10강

문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베트남어로 강의합니다.

한국 문화의 색
초급┃바오 이엔 강사┃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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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영어로 강의합니다.

Korean Corporate Culture
입문┃이지영(안젤라) 강사┃5강

문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영어로 강의합니다.

Korean Culture
입문┃이지영(안젤라) 강사┃5강

문화

* 본 강의는 강사님이 영어로 강의합니다.

Surviving Korea
입문┃이지영(안젤라) 강사┃5강

헝가리어
회화

두근두근 나의 첫 헝가리어
초급┃키쉬 타마라 강사┃25강

회화

The 바른 헝가리어 첫걸음
초급┃키쉬 타마라 강사┃3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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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어
회화

두근두근 힌디어
초급┃강민구 강사┃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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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kedu.com

1

국내 최다 언어
41개국어 콘텐츠 개발

ECK교육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30년 오프라인 교육 경험을 반영한
41개국어 온라인콘텐츠 및 교재 개발

2

석〮박사급 원어민이 참여한
더 바른 실용 콘텐츠
석〮박사급 원어민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현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가능한 더 바른 실용 콘텐츠 제작

3

교재 & 온〮오프라인 교육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ECK Books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플립러닝 시스템 적용이 쉽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전화교육

선행학습

정규학습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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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 CONTENTS
GUIDE BOOK
도서 & 온라인강좌

내용문의 02-2028-3219

구입문의 02-2028-3202 I 010-6804-5945

결제계좌 우리은행 1005-901-018254 (주)이씨케이교육
홈페이지 www.eckbooks.kr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2가길 16, 401(구로동�파트너스타워2차)

수강문의 02-2028-3229

결제계좌 우리은행 1005-901-018254 (주)이씨케이교육
홈페이지 www.eckonline.kr
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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