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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미얀마어 Step1  
레이레이몬�지음┃ 4X6배판┃초급┃238쪽┃18,000원
ISBN 978-89-92281-20-1

 

                 

The 바른�스페인어 첫걸음
노현명�지음┃ 4X6배판┃초급┃200쪽┃13,800원
ISBN 978-89-92281-32-4

 

The 바른�베트남어 Step1
Cao Huyền Trang, 이수진�지음┃4X6배판┃초급┃252쪽
18,000원┃ISBN 978-89-92281-27-0

 

New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플로리안�지음┃ 4X6배판┃초급┃180쪽┃18,000원
ISBN 978-89-92281-21-8

 

BEST 도서
ECK북스의 Best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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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교재

The 바른�제2외국어 Series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e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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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문자와�발음 → 회화 
→ 확장�어휘의 3단계�학습�구성
기초�문법과�표현�정리
말하기와�듣기�집중�학습 

한�권으로�미얀마어의�기초를�잡아보자!

레이레이몬�지음┃4X6배판┃초급┃238쪽┃18,000원
ISBN 978-89-92281-20-1

The 바른 
   미얀마어 Step1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우는 미얀마어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미얀마어�소개
미얀마어�문자와�발음을�소개합니다.

기초�문법�표현
기초�필수�문법을�다양한 
예문과�함께�학습합니다.

말하기�연습
배운�문법을�실제로�적용하여�말해보는 
훈련을�합니다.

듣기�연습
단어�듣고�따라�말하기부터 
문장�받아쓰기까지�다양한 
듣기�훈련을�합니다.

회화
실생활에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대화문을
학습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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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어�소개
미얀마어�문자와�발음을�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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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필수�문법을�다양한 
예문과�함께�학습합니다.

말하기�연습
배운�문법을�실제로�적용하여�말해보는 
훈련을�합니다.

듣기�연습
단어�듣고�따라�말하기부터 
문장�받아쓰기까지�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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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대화문을
학습합니다.

구성�및�특징

베트남어�기초�문법과�다양한�필수�어휘�정리
실생활�위주의�생생한�대화문�수록
실력�향상을�위한�다양한�연습문제�제공

베트남어�전문�강사와�원어민이 
                                     함께�쓴�최고의�입문서!

Cao Huyền Trang, 이수진�지음┃4X6배판┃초급┃252쪽
18,000원┃ISBN 978-89-92281-27-0 

The 바른 
   베트남어 Step1

초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베트남어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기초�상식
베트남어�성조, 시제�등 
기초�상식을�소개합니다.

문법�및�표현
회화에서�제시된�문법과 
표현을�심도있게�학습
합니다.

기본�문형
문법, 어휘�등�배운�내용을 
문장에서�활용하는 
연습을�합니다.

The 알아보기
베트남의�기후, 음식�등 
다양한�정보를�소개
합니다.

어휘
과별�주제와�관련된 
다양한�기초�필수�어휘를 
학습합니다.

베트남어�소개
베트남어의�알파벳과 
발음을�소개합니다.

대화
일상생활을�주제로�한 
상황별�대화문을�학습
합니다.

연습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영역의�문제를�통해 
실력을�확인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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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힐리어�기초�문법과�다양한�어휘�정리
일상생활에서�흔히�접할�수�있는�다양한�상황별 
대화문�수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영역의�연습문제�제공

원어민�집필 1호�스와힐리어�학습서

Omangi Trevor지음┃ 4X6배판┃초급┃212쪽┃20,000원
ISBN 978-89-92281-23-2 

The 바른 
스와힐리어 Step1

쉽게 배우는 STEP by STEP 스와힐리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소개
스와힐리어�알파벳과 
발음을�소개합니다.

문법�및�표현
기초�문법�및�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실용적인
표현을�학습합니다.

연습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영역의�문제를�풀며 
학습�내용을�정리합니다.

대화
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어휘와�표현을 
대화문을�통해�학습합니다. 

어휘
주제별로�정리된�다양한 
기초�어휘를�학습합니다.

문화
동아프리카�지역의�문화를 
소개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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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초사항을�먼저�익히고�학습하는�단계적�학습
기초�문법을�풍부한�예문을�통해�알기�쉽도록�정리
듣기훈련을�위해�받아쓰기�연습문제�및 mp3제공
저자�직강�동영상�강의로�추가�보충학습

스페인어�왕초보를�위한�쉽고�빠른�입문서!

노현명�지음┃ 4X6배판┃입문┃200쪽┃13,800원
ISBN 978-89-92281-32-4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스페인어 입문자를 위한 집중 코스!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추가�어휘
문법이나�회화에서�다룬
주제와�관련된�어휘를 
추가로�제공합니다.

연습문제
각�과의�학습내용을�얼마나�이해했는지�문제를 
풀며�확인하는�지면입니다. 문법에서�다룬�내용을 
읽고�쓰는�문제는�물론�듣기문제도�제공합니다.

문화
스페인어권�나라의�문화
에�대해�알아가며�이해할 
수�있는�폭을�넓혀보세요.

예비과
스페인어�발음, 강세�등 
학습�전�필수�기초사항
들을�정리하였습니다.

문법
주요�문법사항들을�설명합니다. 이해를�돕기�위해 
풍부하고�다양한�예문을�실었습니다. 학습한�문법 
사항의�말하기�연습�문제도�제공합니다.

회화
실생활에서�활용할�수 
있는�실용적이고�유용한 
표현을�정리하였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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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초부터 DELE, FELX의�중상급�문법까지�학습
드라마처럼�이어지는�회화문으로�실생활�속�대화�구성
이해하기�쉬운�설명으로�학습효과�상승
저자가�직접�강의하는�교재�맞춤�동영상

기초부터�중고급�문법까지�한번에!

김희원, 노현명�지음┃ 4X6배판┃중급┃208쪽┃15,000원
ISBN 978-89-92281-38-6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The 바른으로 체계적인 스페인어 학습 경험!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연습문제
앞에서�배운�문법�내용을�상세히�확인해�볼�수 
있도록�다양한�문제�유형들을�실었습니다.

추가�어휘
각�과의�내용과�연관되는
주제의�어휘를�실었습니다.

총정리
회화부터�추가�어휘
까지의�내용을�총�정리
하는�부분입니다.

문법
주요�문법을�다양한 
예문을�통해�학습할 
수�있습니다. 

예비과
스페인어�발음, 강세�등 
학습�전�필수�기초사항
들을�정리하였습니다.

회화
각�과의�회화에�사용된�단어와�표현은�따로�정리
하여�문법과�별개로�실생활에서�사용하는�구문을 
학습할�수�있도록�실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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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기초�문법과�어휘를�알기�쉽게�정리
표준�아랍어를�사용한�생생한�대화문
<쓰기�연습�워크북> 별도�제공

국내�최초�원어민이�직접�쓴�아랍어�입문서

Manar AI-sarahneh 지음┃4X6배판┃초급┃320쪽
20,000원┃ISBN 978-89-92281-46-1 

New The 바른 
      아랍어 Step1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기초�상식
아랍어에�대한�기초 
상식을�소개합니다.

어휘
기초�필수�어휘를 
주제별로�정리했습니다.

문법�및�표현
꼭�필요한�기초�문법과 
주요�실용�표현을 
학습합니다.

아랍어�소개
아랍어�문자와�발음에 
대해�학습하고, 읽고�쓰는 
연습을�합니다.

새�단어
대화문에�나오는�주요 
어휘를�학습합니다.

문화
아랍국가들의�다양한�문화를 
소개합니다. 가볍게�읽으며 
아랍문화를�이해하는�폭을 
넓혀�보세요.

회화
표준�아랍어를�사용한 
생생한�대화문을 
학습합니다.

연습문제
학습�내용을�얼마나�잘 
이해했는지�문제를�풀며 
확인합니다.

구성�및�특징



12

일상�대화에서�자주�쓰는�주요�표현�정리
주요�표현을�중심으로�말하기에�필요한�기초�문법�정리 
학습한�내용을�정리할�수�있는�연습문제�제공
캄보디아어�자음과�모음�쓰기�워크북�제공

캄보디아어�입문�학습자들을�위한�구성!

Siv Sreypov 지음┃ 4X6배판┃입문┃176쪽┃15,000원
ISBN 978-89-92281-43-0

The 바른 
캄보디아어 Step1

원어민이 쓴 캄보디아 입문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어휘
주요표현과  관련된 
다양한�어휘들을 
정리했습니다.

연습문제
쓰기, 듣기�등�다양한�형식의�문제를�통해�마무리 
학습을�할�수�있도록�정리했습니다.

문화
캄보디아의�문화와 
생활�습관을�배울�수 
있는�코너입니다.

문법
캄보디아어�기초�문법을�다양한�예문을�통해 
쉽게�이해할�수�있도록�실었습니다.

예비과
캄보디아어�문자와�발음 
등�학습�전�필수�기초 
사항들을�정리했습니다.

회화
각�과에서�배울�문법을 
주요�표현�회화를�통해 
정리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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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발음으로�터키어에�익숙해�질�수�있도록�구성
한국어와�유사성을�바탕으로�한�학습자�이해도�상승 
이해하기�쉬운�문법�설명으로�학습효과�상승
영역별로�구성된�다양한�연습문제로�복습�가능 

첫걸음을�쉽고�빠르게�뗄�수�있는�최상의�교재!

전고운�지음┃ 4X6배판┃입문┃200쪽┃15,000원
ISBN 978-89-92281-39-3

The 바른 
     터키어 Step1

The 바른으로 체계적인 터키어 학습 경험!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문법
본문�속에�나오는�주요�문법�사항과�함께�알아야 
할�사항들을�자세히�정리했습니다.

연습문제
영역별로�골고루�문제를 
접하며�복습할�수�있도록 
실었습니다.

문화
터키의�문화와�생활 
습관을�배울�수�있는 
코너입니다.

어휘
새�단어, 동의어�등�기타 
참고�사항과�더불어�이해
하기�쉽도록�실었습니다.

회화
녹음을�들으며�상황에 
맞는�대화문과�해석을 
함께�볼�수�있습니다.

예비과
터키어�발음, 강세�등 
학습�전�필수�기초사항
들을�정리하였습니다.

사전�학습
각�과에서�배울�주요 
표현�및�문법을�미리 
정리하는�코너입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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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에�초점을�맞춘�문법�및�표현�학습
대화문과�어휘의�원어민�녹음�파일�제공�및�유용한�동사 
300개�수록
알파벳부터�시작하는�포르투갈어�왕초보�입문�교재

알파벳과�발음을�기초로�차근차근!

유민정�지음┃ 4X6배판┃초급┃224쪽┃16,000원
ISBN 978-89-92281-48-5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포르투갈어 입문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회화
실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실용적인�어휘와�표현
으로�구성하였습니다.

동사�따라잡기
반드시�익혀야하는�주요
핵심동사를�동사변화�및
주요�용법에�대해�정리
했습니다.

어휘력�쑥쑥
단원의�주제와�관련된�기초
필수�어휘들을�정리했습니다.

표현�및�문법
대화문의�주요�핵심표현을�뽑아�그�안에�담긴�문법 
사항을�콕콕�집어�정리했습니다.

연습문제
다양한�형식의�문제를�통해�학습한�내용을�정리
하고�점검할�수�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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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에�초점을�맞춘�문법�및�표현�학습
대화문과�어휘의�원어민�녹음�파일�제공�및�유용한�동사 
300개�수록
알파벳부터�시작하는�포르투갈어�왕초보�입문�교재

알파벳과�발음을�기초로�차근차근!

유민정�지음┃ 4X6배판┃초급┃224쪽┃16,000원
ISBN 978-89-92281-48-5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포르투갈어 입문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회화
실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실용적인�어휘와�표현
으로�구성하였습니다.

동사�따라잡기
반드시�익혀야하는�주요
핵심동사를�동사변화�및
주요�용법에�대해�정리
했습니다.

어휘력�쑥쑥
단원의�주제와�관련된�기초
필수�어휘들을�정리했습니다.

표현�및�문법
대화문의�주요�핵심표현을�뽑아�그�안에�담긴�문법 
사항을�콕콕�집어�정리했습니다.

연습문제
다양한�형식의�문제를�통해�학습한�내용을�정리
하고�점검할�수�있습니다.

구성�및�특징

자주�쓰는�폴란드어�동사를�이용한�초중급�수준�문법�정리
어려운�폴란드어�문법을�회화까지�가능하도록�구성
실생활에�필요한�기초-비즈니스�어휘�수록
교재와�함께�공부할�수�있는�저자�직강�동영상�강의 

기초부터�비즈니스�어휘, 문법, 회화를�한�번에!

김아름, 피오르트�로바친스키�지음┃ 4X6배판┃입문┃228쪽
18,000원 ┃ ISBN 978-89-92281-41-6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한 권으로 끝내는 폴란드어의 정석!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연습문제
여러�유형의�문제�형식이�있으며, 앞에서�배운�내용을 
문제를�풀며�복습할�수�있도록�실었습니다.

추가�어휘
각�과의�내용과�연관되는 
주제의�어휘를�다양한�분
야로�나눠�추가로�실었
습니다.

문화
폴란드의�역사와�문화 
및�전통�음식, 기념일 
등을�소개하였습니다.

문법
주요�문법을�다양한 
예문을�통해�학습할�수 
있도록�정리했습니다.

예비과
폴란드어�알파벳과�발음, 
강세�등�학습�전�필수�기초
사항들을�정리하였습니다.

회화
각�과에서�학습할�문법을 
활용한�대화문을�소개
합니다. 

어휘
대화문에서�사용된�단어 
및�표현을�실생활에서�자주 
쓰이는�구문을�통해�정리
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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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과�존댓말을�한번에�익히는�회화문�구성.
효과적인�학습을�위한�원어민�녹음�파일�제공.
유럽�언어�공통기준의�기초�입문인 A1 수준에서도 
가장�기초�단계인 A1.1 단계.

독일어�왕초보�독학�입문�교재를�소개합니다!

오연주�지음┃ 4X6배┃초급┃236쪽┃15,000원
ISBN 978-89-92281-52-2

The 바른 
        독일어 첫걸음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독일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회화�익히기
본문�회화�코너입니다. 녹음을�들으면서�대화문과
해석을�함께�볼�수�있습니다. 존댓말과�반말의�구
분을�한눈에�쉽게�익힐�수�있습니다.

문법
본문�속에�나오는�주요�문법�사항과�함께�기타�중
요한�학습�내용을�자세히�정리�했으며, 가능한�한
많은�예문을�제시했습니다.

회화�맛보기
본문�회화에�앞서�미리�내용을�확인하는�코너
입니다. 보다�빠르고�쉽게�학습�내용을�이해할
수�있게�도와줍니다.

패턴
각�과에서�새로�배울�주요
표현�및�문법사항을�미리
학습합니다.

새�단어
새로�나오는�단어와
표현을�풀이한�코너
입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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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어순이�같아�배우기�쉬운�우즈베크어
반말과�존댓말을�한�번에�익힐�수�있게�회화문�구성
효과적�학습을�위한�원어민�녹음�파일�제공

우즈베크어�왕초보�입문�교재를�소개합니다!

딜쇼드�아크바로프�지음┃ 4X6배판┃초급┃236쪽┃18,000원
ISBN 978-89-92281-51-5

The 바른 
 우즈베크어 Step1

알파벳 발음 부터 시작하는 쉬운 첫걸음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회화�익히기
본문�회화�코너입니다. 녹음을�들으면서�대화문과
해석을�함께�볼�수�있습니다. 존댓말과�반말의�구
분을�한눈에�쉽게�익힐�수�있습니다.

문법
본문�속에�나오는�주요�문법�사항과�함께�기타�중
요한�학습�내용을�자세히�정리�했으며, 가능한�한
많은�예문을�제시했습니다.

회화�맛보기
본문�회화에�앞서�미리�내용을�확인하는�코너
입니다. 보다�빠르고�쉽게�학습�내용을�이해할
수�있게�도와줍니다.

패턴
각�과에서�새로�배울�주요
표현�및�문법사항을�미리
학습합니다.

새�단어
새로�나오는�단어와
표현을�풀이한�코너
입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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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발음부터�시작할�수�있는�길잡이�교재
처음�시작하는�학습자를�위한�한글�발음을�병기
단어, 주요�표현, 회화문�등을�원어민�녹음 MP3 제공

읽고�쓰고�말하기의�기초를�한번에�마스터하기

김선미, 원승재�지음┃ 4X6배판┃초급┃208쪽┃15,000원
ISBN 978-89-92281-45-4

The 바른 
    프랑스어 Step1

발음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Grammaire
본문�속에�나오는�주요�문법�사항과�함께�기타
중요한�학습�내용을�자세히�정리했습니다.

Execices
학습자가�직접�문제를�풀면서�복습하는�코너입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하기�등�영역별로�골고루�문제를 
접할�수�있도록�했습니다.

Conversation
녹음을�들으면서�상황에�맞는�대화문과�해석을
함께�볼�수�있습니다.

Audition
각�과에서�새로�배울�주요
표현�및�문법사항을�미리
학습합니다.

Voca
새로�나오는�단어와�표
현을�풀이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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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문법과�어휘�및�다양한�실용�회화�학습
대화문과�주요�표현�및�어휘들의�원어민�녹음�파일�제공
초보자도�쉽게�따라�읽을�수�있도록�모든�대화문과�예문, 
어휘에�발음기호�표시

입문자들을�위한�기초�문법�및�실용�회화�학습서

Aman ullah 지음┃4X6배판┃초급┃288쪽┃18,000원
ISBN 978-89-92281-53-9

The 바른 
     우르두어 첫걸음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우르두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연습문제
쓰기, 듣기�등�다양한 
형식의�문제를�통해 
마무리할�수�있습니다.

문화
매�과의�학습이�끝나면
가볍게�읽을�수�있도록
파키스탄의�문화를�소개
하였습니다.

쓰기�연습
각각의�글자가�결합하는
형태를�확인하며�쓰기�연습이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주요�표현�및�어휘
대화주제와�관련된�주요
핵심�표현�및�어휘를�정리
했습니다.

회화
녹음을�들으며�대화문과 
해석을�함께�볼�수�있습니다.

문법�및�표현
다양하게�변하는�우르두어에
따라�예문도�그에�맞게�다양
하게�실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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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과�어휘, 듣기�연습문제�원어민�녹음파일�제공
올바른�이란어�쓰기를�위한�알파벳, 숫자, 기초단어
쓰기연습�노트�제공

알파벳�발음부터�시작하는�독학�첫걸음!

최인화, Maryam Ahmadi Jeshvaghane 지음┃4X6배판
초급┃206쪽┃15,000원┃ISBN 978-89-92281-57-7 

The바른
       이란어 첫걸음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쉬운 첫걸음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예비학습
이란어�알파벳과�발음을
학습합니다.

회화
녹음을�들으며�대화문과
해석을�함께�볼�수�있습
니다.

어휘
주제와�관련된�다양한
어휘를�학습합니다.

연습문제
문제풀이를�통해�문법 
내용을�정리하고�마무
리합니다.

문화
저자가�경험한�이란의
다양한�문화가�소개되어
있습니다.

문법
주요�문법�사항과�함께
중요한�학습�내용을�자
세히�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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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에�초점을�맞춘�문법�및�표현�학습
발음부터�읽기, 쓰기까지�한�번에�끝내는
왕초보�독학�입문�교재

알파벳�발음부터�시작하는�독학�첫걸음!

이정윤�지음┃ 4X6배판┃초급┃206쪽┃15,000원
ISBN 978-89-92281-55-3 

The 바른
      태국어 첫걸음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미리보기
각�과에서�새로�배울
주요�표현을�미리�들어
보는�코너입니다.

새�단어
뜻풀이와�기타�참고사항
등을�함께�보여주어�제대
로�이해할�수�있습니다.

회화
녹음을�들으며�대화문과
해석을�함께�볼�수�있습
니다.

연습문제
학습자가�직접�문제를�풀면서�복습하는�코너입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하기�등�영역별로�골고루�문제를
접할�수�있도록�구성했습니다.

태국�탐방기
태국의�역사와�다양한 
문화를�소개합니다. 태국을
알아보는�시간을�가집니다.

부록 : 쓰기�연습
올바른�쓰기�방법을�연습
할�수�있도록�별책부록으로 
구성했습니다.

문법
주요�문법�사항과�함께
중요한�학습�내용을�자
세히�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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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기초�문법과�어휘�정리
현지인들이�자주�사용하는�실용적인�예문과 
대화문�수록

원어민이�직접�쓴, 믿고�보는�입문서

Florian Hutagalung 지음┃ 4X6배판┃초급┃180쪽
18,000원┃ISBN 978-89-92281-21-8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인도네시아어�소개
알파벳과�발음(자/모음)을 
학습합니다.

표현�및�문법
회화에서�나오는�중요한 
표현과�문법을�다양한 
예문을�통해�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연습
학습�내용을�얼마나�잘�이해했는지�문제를�풀며 
확인합니다.

회화
현지인들이�자주�쓰는 
기초�표현으로�구성된 
대화문을�학습합니다.

어휘
꼭�필요한�기초�어휘를�주제별로�학습합니다.

읽기
읽기�연습을�통해�현지인
들이�많이�쓰는�표현과�다양
한�문장의�형태를�배웁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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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기초�문법과�어휘�정리
현지인들이�자주�사용하는�실용적인�예문과 
대화문�수록

원어민이�직접�쓴, 믿고�보는�입문서

Florian Hutagalung 지음┃ 4X6배판┃초급┃180쪽
18,000원┃ISBN 978-89-92281-21-8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왕초보를 위한 쉽고 친절한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인도네시아어�소개
알파벳과�발음(자/모음)을 
학습합니다.

표현�및�문법
회화에서�나오는�중요한 
표현과�문법을�다양한 
예문을�통해�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연습
학습�내용을�얼마나�잘�이해했는지�문제를�풀며 
확인합니다.

회화
현지인들이�자주�쓰는 
기초�표현으로�구성된 
대화문을�학습합니다.

어휘
꼭�필요한�기초�어휘를�주제별로�학습합니다.

읽기
읽기�연습을�통해�현지인
들이�많이�쓰는�표현과�다양
한�문장의�형태를�배웁니다.

구성�및�특징

발음부터�차근차근�배우는�인도네시아어�초급�과정
쉽고�간결한�설명으로�믿고�보는�입문�학습서

원어민�강사가�집필한�인도네시아어의�정석!

Florian Hutagalung 지음┃4X6배판┃초급┃232쪽
18,000원┃ISBN 978-89-92281-54-6 

New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믿고 보는 인도네시아어 입문 학습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맛보기
본�학습�시작�전에�주요
어휘와�표현을�찾아보며
학습할�수�있습니다.

어휘
언어를�배우는데�필요한
기초�어휘를�쉽게�볼�수
있습니다.

표현과�문법
새로운�문법이나�표현을
완전히�익혀서�사용할�수
있도록�구성했습니다.

연습문제
학습한�문법이나�어휘를�활용해�문장을�완성
하거나�작문�연습이�가능하며, 이�연습을�통해 
새로운�표현과�어휘를�배울�수�있습니다.

읽기
말하기�연습을�위해�다양한
내용들로�구성했습니다.

한눈에�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전반적인 
문화�이야기가�실려있습
니다. 

회화
현지인들이�많이�쓰는�표현
을�포함하여�짜여진�상황별
간단한�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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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핵심�문법을�다양한�예문을�통해�학습
연습문제를�통해�배운�내용을�정리�및�확인
회화문�및�회화�표현으로�반복�학습
장문의�읽기�문장을�통해�독해�연습

동사�위주의�접사�활용�강화! 중급자로의�지름길

Florian Hutagalung지음┃4X6배판┃중급┃212쪽┃15,000원
ISBN 978-89-92281-37-9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원어민 강사가 만든 인도네시아의 정석!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사전�찾기
관련�어휘와�표현을 
찾으며�사전학습을
할�수�있습니다.

문법
각�과의�주요�문법�및�표현을�자세히�설명하고 
연습문제를�통해서�복습하고�확인할�수�있도록 
했습니다.

회화�표현 회화�연습 / 읽기
회화문에�나오는�주요 
표현을�반복학습�할 
수�있습니다.

언어와�문화
인도네시아의�실제�생활 
속�언어와�관련된�문화 
언어�습관에�대해�알아볼 
수�있습니다.

회화
각�과의�주요�표현을 
회화를�통해�익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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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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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핵심�문법을�다양한�예문을�통해�학습
연습문제를�통해�배운�내용을�정리�및�확인
회화문�및�회화�표현으로�반복�학습
장문의�읽기�문장을�통해�독해�연습

동사�위주의�접사�활용�강화! 중급자로의�지름길

Florian Hutagalung지음┃4X6배판┃중급┃212쪽┃15,000원
ISBN 978-89-92281-37-9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원어민 강사가 만든 인도네시아의 정석!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사전�찾기
관련�어휘와�표현을 
찾으며�사전학습을
할�수�있습니다.

문법
각�과의�주요�문법�및�표현을�자세히�설명하고 
연습문제를�통해서�복습하고�확인할�수�있도록 
했습니다.

회화�표현 회화�연습 / 읽기
회화문에�나오는�주요 
표현을�반복학습�할 
수�있습니다.

언어와�문화
인도네시아의�실제�생활 
속�언어와�관련된�문화 
언어�습관에�대해�알아볼 
수�있습니다.

회화
각�과의�주요�표현을 
회화를�통해�익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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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및�특징

인터뷰�주제�질문유형의�유사질문�제공
다양한�질문�의도를�파악하기�위한 Tip!
원어민들이�자주�쓰는�표현들로�구성

인터뷰�테스트�노하우�전격�공개!

ECK 컨텐츠�연구소�지음┃ 4X6배판┃초급┃188쪽
13,000원┃ISBN 978-89-92281-56-0 

The바른
       영어�인터뷰

1,200개 기업 영어인터뷰 빅데이터 전격 공개!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Introduction
10스텝을�단계적으로
학습하며�성공적인�영어
인터뷰를�준비합니다.

Question
1,200개�기업체�빅데이
터를�바탕으로�다양한 
질문유형을�제공합니다.

Tip!
오랜�영어�인터뷰�경험
을�바탕으로�수집한 ECK
교육만의�노하우�공개!

Vocabulary
많은�어휘�표현이�실려
있어�보다�풍부하고�짜임
새있는�표현들을�학습
합니다. 

Phrases
Useful Useful

Expressions
Useful

Tips!
Interview

원어민들이�자주�쓰는 
구문을�제시해�보다�자
연스러운�회화구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면접상황에서�사용
빈도수가�높은�표현들을
패턴형식으로�학습합니다.

준비부터�실제�면접의 Tip
까지�제공하여�성공적인
인터뷰�준비를�할�수�있도
록�합니다.

Sample Answer
자주�출제되는�질문의�모범
답변을�제공하여�답변을�만
드는데�활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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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학습자에�맞는�기초�패턴으로�구성
실생활에서�직접�사용할�수�있는, 풍부하고�실용적인
예문�수록
부가학습용�단어장�제공

입문자�맞춤�패턴으로�학습하는�일본어

최유리,야마토유미코�지음┃4X6배판┃기초┃198쪽
15,000원┃ISBN 978-89-92281-24-9

The 바른 
      일본어 Step1

패턴으로 배우는 쉽고 빠른 일본어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문자의�이해
본�학습에�들어가기
전에�꼭�알아야하는
일본어�발음과�문자를
소개합니다.

패턴 
대표문형과�단어를
소개하며�학습목표를
설명합니다.

회화
대표�문형을�활용한
상황별�단문회화를
학습합니다.

작문
대표�문형을�활용하여
일본어로�작문하는
연습을�합니다.

점프
본문에서�다루지�않은
추가내용으로�심화
학습을�합니다.

프렉티스
대표�문형을�활용한
상황별�실전회화를
학습합니다.

드릴
주어진�단어를�사용해�대표�문형을�쓰고�말하는
연습을�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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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전�주요표현을�소리내서�따라해보기
참고�어휘와�해석�풀이로�이해력�높이기
회화문�반복�학습으로�스피킹�실력�향상
많은�예문으로�확실한�이해가�가능

살아있는�회화로�익히는�중급�일본어!

정복임, 박은숙, 성지은, 김태희�지음┃ 4X6배판┃초급┃244쪽
15,000원┃ISBN 978-89-92281-40-9

처음�시작하는 
         일본어 Step2

중급으로 쉽고 빠른 레벨~업 !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Pattern
본문에�들어가기�전�주요
표현을�들으며�소리내
따라해�볼�수�있습니다.

Grammer
학습자들이�가장�어려워하는�문법파트를�보다�쉽게 
배울�수�있도록�많은�예문들을�구성했습니다. 

Exercise
문법과�회화문을�반복�훈련하여�자신의�것으로 
습득할�수�있도록�말하기, 듣기, 쓰기를�골고루 
마련했습니다.

Voca
단순히�어휘�뜻�뿐만�아니라
참고어휘와�풀이가�있어
이해력을�높입니다.

Dialogue
회화문을 2가지�상황으로�제시하여�반복학습을 
통해�학습효과를�높이고�있습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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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에�초점을�맞춘�문법�및�표현학습
진료�과별�시나리오가�구체적으로�실려�있어서
실제�상황에�대비할�수�있습니다.

다양한�정보로�현장에서도�참고가능!

이새봄�지음┃ 4X6배판┃중고급┃268쪽┃20,000원
ISBN 978-89-92281-58-4 

의료�통역�아랍어
저자의 생생한 실무노하우 대공개!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Part 1
아랍권�국가들의�문화
사회�생활정보�등과�기본
정보를�소개합니다.

Part 2
병원관계자�및�통역사가
알아야�할�의료관련�일반
내용을�정리했습니다.

준비작업
분야별로 7챕터로�나누어
자세한�진행과정�및�방
법을�정리했습니다.

실전�시나리오
각�챕터에서�구체적인�진료�과별로�구분하여�정리
한�코너로, 가상�시나리오는 MP3를�통해�원어민의
발음으로�들을�수�있습니다.

플러스알파
진료�과별�필수�어휘, 표현, 용어, 검사, 주의사항
등�전반적인�내용을�정리했습니다.

필수�용어 & 문화
필수�용어, 문화�등�기본
정보를�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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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교재

The 바른�중국어 Series
한�권으로�끝내는�판매�중국어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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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출강�경력을�바탕으로�집필된�교재
기본�문형을�이용한�기초�어순�학습
실생활에서�활용�가능한�실용�대화문�수록

발음과�회화의�기본을�잡아주는�입문서

변지영�지음┃ 4X6배판┃기초┃198쪽┃14,800원
ISBN 978-89-92281-10-2

The 바른 
      중국어 Step1

중국어 입문자를 위한 집중 코스!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발음편
중국어�성조 4가지의�정확한�발을을�위해�발음 
집중�훈련을�합니다.

회화 어법
일상생활에서�자주�쓰는 
기초�표현으로�구성된 
대화문을�학습합니다.

말하기
한국어�문장을�중국어로 
바꾸는�연습을�통해�문장 
통�암기�훈련을�합니다.

그림�보고�말하기
그림을�보고�대화를�완성
하는�연습을�합니다.

연습문제
학습내용을�잘�이해
했는지�문제를�풀며 
확인합니다.

발음·듣기연습
발음·듣기연습�문제를 
통해�학습내용을�점검하고 
실력을�체크합니다.

기초�필수�문법을�다양한 
예문과�함께�학습합니다.

중국어 _ 발음편12 13중국어 _ 발음편중국어 _ 발음편12 13중국어 _ 발음편

b3ba
爸爸 아빠

m`ma
妈妈 엄마

g4ge
哥哥 형, 오빠

ji6jie
姐姐 누나, 언니

d*di
弟弟 남동생

m7imei
妹妹 여동생

y5ye
爷爷 할아버지

n2inai
奶奶 할머니

01 성 조 Track 1

중국어 _ 발음편12 13중국어 _ 발음편중국어 _ 발음편12 13중국어 _ 발음편

제 1성 제 2성 제 4성제 3성

노래로 부른다면 '솔'음 정도의 고음소리로 산토끼 동요에서 '산토끼 토끼야'의 '산'

음 정도 입니다. 

노래로 부른다면 '미'음에서 '솔'음 정도로 빠르게 끌어 올려 주어 우리말의 '왜'와 같

은 어감으로 합니다. 

노래로 부른다면 '레'음에서 '도'음으로 떨어트렸다가 끝을 '파'음 정도까지 살짝 올

려 줍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저음 소리를 낸 후 살짝 끝을 올려 줍니다.

노래로 부른다면 '솔'음에서 '도'음 정도까지 빠르게 끌어 내려 줍니다. 아플 때 '아!'

하는 느낌으로 끌어 내립니다. 

발음의 편의를 위해 본래 성조가 변하여 가볍고 짧게 발음합니다. 결합된 다른 성

조의 영향을 받아 음의 높이가 변합니다. 경성은 성조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1성 ` 

제2성  1  

제3성  2

제4성  3 

경  성  a  

1    성조

 성조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과 네 가지 성조의 영향을 받아 높낮이가 변하는 짧고 가벼운 소리 

경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발음일지라도 성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조에 주

의해야 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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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뼈대가�되는�필수�기본�어법�학습
다양한�상황별�회화�제공
일상생활에�적용�가능한�실전중국어�학습

발음과�회화의�기본을�잡아주는�입문서

변지영, 이미옥, 왕단단�지음┃ 4X6배판┃초급┃198쪽
14,800원┃ISBN 978-89-92281-59-1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2

기초를 응용한 재미있는 중국어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말하기
한국어�문장을�중국어로 
바꾸는�연습을�통해�문장 
통�암기�훈련을�합니다.

그림보고�말하기
그림을�보고�대화를 
완성하는�연습을�합니다.

연습문제
학습내용을�잘�이해했는지 
문제를�풀며�확인합니다.

단어�플러스
주제별�추가�단어를 
제공합니다.

회화
일상생활에서�자주�쓰는�초급�표현으로 
구성된�대화문을�학습합니다.

새�단어
새로�나온�단어를 
학습합니다.

어법
기초�필수문법을�다양한 
예문과�함께�학습합니다.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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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연습을�통한�문장�통�암기�훈련
대화문을�이야기�형식으로�재구성하여�독해�연습�가능
준중급�수준의�어법을�활용한�연습문제

중국어�중급자들을�위한�집중코스!

변지영, 지앙리�지음┃ 4X6배판┃중급┃206쪽┃15,000원
ISBN 978-89-92281-49-2

New The 바른 
      중국어 Step3

기초를 응용한 재미있는 중국어 교재!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회화
일상생활에서�자주�쓰는�초·중급표현으로 
구성된�대화문을�학습합니다.

새�단어
새로�나온�단어를 
학습합니다.

말하기
한국어�문장을�중국어로 
바꾸는�연습을�통해�문장 
통암기�훈련을�합니다.

본문
대화문을�이야기�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가볍게 
읽으며�복습하세요.

연습문제
학습내용을�잘�이해
했는지�문제를�풀며 
확인합니다.

단어�플러스
주제별�추가�단어를 
제공합니다.

어법
필수어법을�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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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심화된�과정으로�완벽한�중국어�구사 
각�과의�주제와�관련된�두�개의�상황으로�구성
실전에서�바로�활용�가능한�고급�중국어
본문을�통한�독해력, 낭독�실력�향상

중국어�중·고급자를�위한�집중코스!

변지영�지음┃ 4X6배판┃고급┃218쪽┃14,800원
ISBN 978-89-92281-12-6

The 바른 
      중국어 Step4

중국어 중/고급자를 위한 집중 코스!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단어
각�과별�주요�단어를 
먼저�학습합니다.

회화
실생활에서�유용하게 
활용할�수�있는�두�개의  
대화문을�학습합니다.

받아쓰기
듣기�실력을�향상시키기 
위해�받아쓰기�훈련을 
합니다.

어법
중급�필수�문법을�예문과 
함께�학습합니다.

말하기
한국어�문장을�중국어로 
바꾸는�연습을�통해�문장 
통�암기�훈련을�합니다.

듣기
신HSK 유형의�듣기 
훈련을�합니다.

연습문제
학습내용을�잘�이해했는지 
문제를�풀며�확인합니다.

본문
대화문을�이야기�형식
으로�재구성하였습니다. 
가볍게�읽으며�복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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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부터�기초�판매�회화까지�꼼꼼하게�정리
판매�과정에�필요한�다양한�상황별�대화문�수록
기초�판매�회화 120문장�정리

왕초보를�위한�판매�중국어�입문서 !

하수진�지음┃ 4X6배┃기초┃150쪽┃15,000원
ISBN 978-89-92281-18-8

한권으로�끝내는 
판매�중국어 
                            기초편

판매 중국어 첫 걸음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싹싹�연습
핵심문법을�이용한�말하기 
연습을�합니다.

실전�상황�연습
그림을�보고�대화를�완성
하는�연습을�합니다.

회화�완전�정복
학습내용을�잘�이해했는지 
문제를�풀어�확인합니다.

생생�회화
판매�상황별�대화문을 
학습합니다.

콕콕�설명
생생회화�속�핵심�문법을 
정리했습니다.

쭉쭉�더하기
판매�관련�어휘를�추가로 
학습합니다. 

구성�및�특징

042    한판 중국어ㅣ기초편

한판 중국어_수정.indd   42 2013-01-04   오전 11:39:47

STEP 04. 1과 인사

한판 중국어_수정.indd   46 2013-01-04   오전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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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업종, 관광학�전공자들을�위한�필독교재 
판매서비스�현장에서�이루어지는�상품·상황별�회화학습
핵심문법을�난이도별로�배치
판매서비스�업종별�어휘와�표현�수록

중국어�중·고급자를�위한�집중코스!

하수진, 이한님�지음┃ 4X6배판┃고급┃218쪽┃14,800원
ISBN 978-89-92281-33-1

한권으로�끝내는 
판매�중국어실전편

판매서비스중국어 강사들이 만든 판매의 정석!

무료 MP3 Download 유료�동영상�강의

구성�및�특징

생생�회화
중국�고객이�자주�방문하는�장소를�업종별로 
나누어�실전�대화문을�실었습니다.

쏙쏙�듣기
생생회화를�듣고�내용을 
잘�이해했는지�문제를 
풀어�확인합니다.

싹싹�연습
생생회화�속의�주요
표현을�이용한�말하기 
연습을�합니다.

실전�상황�연습
해당�과에서�배운�판매
어휘를�사용하여�실전
대화문을�연습합니다.

마무리�연습문제
학습내용을�잘�이해했는지 
문제를�풀며�확인합니다.

중국문화이야기
다양한�중국문화를 
소개합니다.

콕콕�설명
생생회화�속의�핵심
문법을�다양한�예문과 
함께�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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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부터�실전문제까지�한�권으로�학습�가능
TSC 부분별�공략법과�학습�노하우�제시
실제�시험과�가장�유사하게�편집한�모의고사�문제집

부분별�집중학습으로�시험�완벽�대비

현영, 박진희�지음┃4X6배판┃실전┃200쪽┃15,000원
ISBN 978-89-92281-19-5

 

중국어�말하기�시험 
      TSC 시험공략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극찬한 바로 그 책

유료�동영상�강의

01. 중국어�발음�기초다지기 02. 중국어�어법�기초더하기

03. TSC공략�실전익히기 04. TSC 모의고사

구성�및�특징

중국어�발음의�기본요소인�한어병음과�성조를 
학습합니다.

중국어의�기초필수�어법을�다양한�예문으로 
학습합니다. 

1부분~7부분�공략법과�학습법을�제시하여 
실전감각을�익히는�훈련을�합니다.

실제�시험과�가장�유사한�모의고사�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 01. 중국어 발음 기초다지기+    012011    TSC 시험공략 

⊙ 성조란

성조란 음절에서 음의 높낮이를 말한다. 중국어 표준어에는 4개의 기본 성조와 성조가 붙지 않는  

'경성'이 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가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진다.

높고 평평하게 끝까지 유지한다. 

'산토끼 토끼야'의 '산~~'에 해당하는 

'레미파솔'의 '솔'에 해당하는 음이다.

중간 음에서 높은 음으로 부드럽게 

올린다. '미'의 높이에서 짧고 빠르게 

'솔'의 음까지 치고 올라가며 뒤쪽에 힘을 

더 넣는다. 누군가 무엇을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는 소리와 비슷하다.

1성

2성

m`

m1

妈妈 mā ma 咖啡 kā fēi

韩国 Hán guó 回来 huí lái

⊙ 한어병음이란?

중국어는 뜻 문자이므로 중국의 한자(글)가 음을 나타낼 수 없어서, 각 한자의 음을 표기하기 위해 

알파벳 로마자를 사용해 만들어지게 된 발음 표기법이 바로 '한어병음'이다.

⊙ 병음의 구성

병음은 성모, 운모, 성조로 구성되어 있다. 성모는 우리말의 자음과 운모는 우리말의 모음과 비슷

하다. 성모와 운모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여기에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더

해진다.

(1) 성모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 c s zh ch sh r

(2) 운모

a o e er i -i(zi) -i(zhi) u ü

ai ei ao ou an en ang eng ong

ia ie iao iou(iu) ian in iang ing iong üe üan ün

ua uo uai uei(ui) uan uen(un) uang ueng

중국어 발음01 기초다지기 +

STEP 02. 중국어 어법 기초더하기+    020019    TSC 시험공략 

② 시간의 양과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는 동사 성분 뒤, 목적어 성분 앞에 놓아주세요~!

동사  +  了、着、过  +  시량보어  +  목적어

ex  妹妹跳了一个小时舞。

 金代理请了一个星期假。

동사  +  了、着、过  +  동량보어  +  목적어

ex  她离了一次婚。

 我帮过三次他的忙。

(2) 이합사의 부정문 만들기

① 이합동사는 주로 동태조사와 함께 사용되어 不가 아닌 没로 부정문을 만듭니다.

주어  +  没  +  동사  +  了、着、过  +  목적어  +  (呢)

ex  他没游过泳呢。

 小东没听着歌儿聊天儿呢。

 小丽没跟她的男朋友分手呢。

중첩 (重叠)

중국어에서의 중첩에는 동사의 중첩, 형용사의 중첩, 명사의 중첩, 양사의 중첩 등이 있지만 

주로 동사의 중첩과 형용사의 중첩이 사용됩니다.

 동사 중첩 방법

중국어에서 동사의 중첩은 한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동작이 짧거나 가벼우며, 

시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02

AA  ABAB

A一A  AB了AB

A了B

A

AB

어기조사는, 문장 끝에 써서 완곡한 뉘앙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기조사는 문장 끝에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TIP

이합사 (离合词)

 이합동사란?

동사 성분과 목적어 성분이 만나 좋은 단짝이 되어 이루어진 동사들을 '이합동사'라고 합니다. 

이합동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동사와 목적어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라고는 하지만  

목적어를 더 이상 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합동사

帮忙 (bāngmáng) 돕다 睡觉 (shuìjiào) 잠자다 唱歌儿 (chànggēr) 노래부르다

分手 (fēnshǒu) 헤어지다 散步 (sànbù) 산책하다 聊天儿 (liáotiānr) 한담하다 

跳舞 (tiàowǔ) 춤추다 请客 (qǐngkè) 한턱내다 结婚 (jiéhūn) 결혼하다 

毕业 (bìyè) 졸업하다 洗澡 (xĭzăo) 목욕하다 见面 (jiànmiàn) 만나다

(1) 이합동사로 문장 만들기

①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了、着、过 는 동사 성분 뒤, 목적어 성분 앞에 놓아주세요~!

동사  +  了、着、过  +  목적어

ex  我跟他见过面。

 爸爸唱了一首韩国歌儿。

02

01

동사 목적어 이합사+ =

중국어 어법 기초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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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과�난이도를�반영한�실전�모의고사 2회분�수록
꼼꼼하고�자세한�해설

TSC 문제�유형과�실전�감각�마스터하기

변지영�지음┃ 4X6배판┃실전┃105쪽┃12,000원
ISBN 978-89-92281-13-3

The 바른 중국어 
       말하기�시험 TSC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집

유료�동영상�강의

자기�소개 그림�보고�답하기 대화�완성

의견�제시 상황�대응 스토리�구성

일상�화제에�대해 
설명하기

구성�및�특징 ※ TSC 각�부분별�실전문제를�풀어보는�훈련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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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문제�유형�분석�및�문제�풀이�요령�정리
실전�감각을�키울�수�있는�최신�모의고사 2회분�수록
듣기�영역�훈련을�위한�받아쓰기�워크북
시험�전�막판�정리를�위한�빈출�핵심단어&구문�모음집

新HSK 유형과�실전을�한�번에�사로잡는!

박은정�지음┃ 4X6배판┃실전┃452쪽┃19,800원
ISBN 978-89-92281-30-0

 

최강 新 HSK
                              4급

HSK 합격을 위한 결정판

무료 MP3 Download 동영상�강좌�중

내용�및�구성 - 부록

알기
각�영역별로�정확한�문제
접근방법을�제시하여�출제 
경향을�예측할�수�있습니다.

기억하기
실전에서�적용해야�하는 
중요한�비법과�머릿속에 
쏙쏙�박히는�설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맛보기
각�영역별�실전�문제�유형 
및�모든�문제의�해설, 단어 
등의�설명을�통해�자가학습
이�가능합니다.

이기기
각�영역별로�핵심단어를 
정리하여�관련어휘를 
테마�별로�정리하였습니다. 

정복하기
실전문제를�풀어보며�실전 
감각과�문제해결능력을�키울 
수�있습니다.

알기

1. 시간과 계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 유형 
女的 一共 要买几个？여자는 전부 몇 개를  사기 원하는가? 

男的花 多少钱就可以买到一斤苹果？ 남자는 얼마를  주어야 한 근의 사과를 살 수 있는가?

白色的衣服 多少钱？ 흰색 옷은 얼마인가? 

男的工资是 多少钱？ 남자의 월급은 얼마인가?

谈话的时候大概几点？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대략 몇 시이겠는가?

昨天的会议是 几点开的？ 어제 회의는 몇 시에  이루어졌는가?

女的假期有 几天？ 여자의 휴가는 몇 일인가?

在女的学校，有 多少 日本留学生？ 여자의 학교에는, 몇 명의  일본 유학생이 있는가?

音乐会几点开始？ 음악회는 언제 시작하는가?

시간 유형 문제는 들려주는 문장안에 시간과 관련된 상황, 핵심 동사, 형용사를 제시하고 그에 어울리는 시간을 묻는 유형

이다. 시간 유형 문제는 주로 시간과 관련된 동사에 포인트가 있으므로, 어느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하는지, 할 것인지)를 

정확히 듣고 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계산 유형 문제는 숫자를 들려주고 시간, 날짜, 가격 등을 묻는 문제 유형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계산 유형 문제가 나오면 

가감승제와 관련된 동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계산문제 유형

❶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나누어서 기억하라!

시간 문제가 출제되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내용을 들으며 언급되는 여러 사

람들이 각각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야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선택

할 수 있다. 

❷ 시간과 관련된 핵심 단어 암기는 필수이다!

시간을 크게 나누면 아침, 점심, 저녁이지만, 이 세 가지의 표현 말고도 ‘새벽’, ‘심야’ 등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양하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시간 표현은 반드시 정리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❸ 들리는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자! 

단순히 들리는 숫자가 답일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대부분 가감승제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가감승제(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관련된 중국어 어휘와 표현들에 집중해야 한다.

기억하기이것만은 기억하기!

18     듣기 제 1-3 부분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묻는 문제 유형

: 질문으로 주어진 시간과 행동에 주의하며 제시문과 들려주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1 我今天12点在学校吃饭，然后 2点去女朋友家跟她一起做作业。  
★ 他要2点在学校吃饭。（   ）

정답  X

해석  나는 오늘 12시에 학교에서 밥을 먹은 후에, 2시에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녀와 숙제를 할 것이다.  

 ★ 그는 2시에 학교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해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2가지 이상의 행동을 제시하고, 질문에 적합한 시간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문 

가운데 시간이 나오면 녹음을 들을 때, 시간과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본문에서 ‘12시에 학교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2시에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설명한 제시문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다.  

단어  学校 xuéxiào │然后  ránhòu │做作业  zuò zuòyè  숙제를 하다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여, 적절한 시간(때)을 묻는 문제 유형

: 들리는 문장 가운데 제시되는 상황, 조건에 주의하며 제시문과 들려주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2 现在还有公共汽车， 我怕来不及上车。我得现在回去！  
★ 现在是早上。（   ）

정답  X

해석    지금은 아직 버스가 있지만,  차를 놓칠까 봐 걱정이야. 나는 일찍 돌아가야겠어!  

★ 지금은 아침이다.

해설   이 문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이와 어울리는 시간을 묻는 

문제이다. 본문 가운데 ‘ 现在还有公共汽车  (아직은 버스가 있다)’는 문장은 ‘아직은 버스가 끊기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

를 근거로 ‘현재는 늦은 저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다. 이처럼 시간을 

묻는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들려주는 내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어   现在 xiànzài  │公共汽车 gōnggòngqìchē │怕 pà      
来不及 láibují  시간이 늦다 │上车 shàng chē │得 děi  조동  마땅히 ~해야한다  
回去 huíqù

덧셈을 통한 계산 문제 유형

: 대화 가운데 들리는 덧셈 관련 어휘에 주의하며 듣기  

3 男：阿姨，你想买几个？  
女：我原来想买5个，可是你们的苹果太好吃！ 我再要买2个。  
问：女的一共要买几个？

 A.２个    B.３个    C.５个    Ｄ.７个　 

정답  D

맛보기  Track 01

듣
기

 19

1-3
부
분

제

1. 시간과 계산

실전�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2회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받아쓰기�워크북
듣기�영역�대비�받아쓰기 
워크북을�제공합니다.

필수어휘 1200
新 HSK 4급�필수어휘 
1200개를�단어장과 MP3
파일로�별도�제공합니다.

빈출어휘 · 구문
실전�대비를�위해�본서의 
핵심적인�어법과�관용어, 
단어�등을�정리했습니다.

01  필수어휘 01

1. 阿姨 [ā yí]

2. 啊 [a]

3. 矮 [ǎi] (키가) 작다 

4. 爱 [ài]

5. 爱好 [àihào]

6. 爱情 [àiqíng]

7. 安静 [ānjìng]

8. 安排 [ānpái] (하다), 안배(하다) 

9. 安全 [ānquán]

10. 暗 [àn]

11. 按时 [ànshí]

12. 按照 [ànzhào] ~에 따라, ~대로

13. 八 [bā] (八)

14. 把 [bǎ] (를) 

15. 爸爸 [bà ba]

16. 吧 [ba]   구절 끝에 쓰여 제의, 부탁, 명령, 재촉 등의 

어기를 나타냄

17. 白 [bái]

18. 百 [bǎi] (百)

19. 搬 [bān]

20. 班 [bān] (班) (일이나 학습 등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조직)

21. 半 [bàn]

22. 办法

32. 抱歉 [bàoqiàn]   죄송스럽게 생각하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다

33. 报道 [bàodào] (하다) 

34. 报名 [bàomíng]

35. 报纸 [bàozhǐ]

36. 杯子 [bēizi]

37. 北方 [běifāng]

38. 北京 [Běijīng] 지명 베이징

39. 倍 [bèi]  배 

40. 被 [bèi]

41. 本 [běn]  (책을 세는 단위)권

42. 本来 [běnlái]

43. 笨 [bèn]

44. 鼻子 [bízi]

45. 比 [bǐ]

46. 比较 [bǐjiào]

47. 比赛 [bǐsài] (하다) 

48. 笔记本 [bǐjìběn]

49. 必须 [bìxū]

50. 毕业 [bìyè] (하다)

51. 遍 [biàn]  번,회

52. 变化 [biànhuà] (하다)

53.  标准 [biāozhǔn]

54. 表达 [biǎodá] (생각, 감정을) 표현하다

55. 表格 

>> 듣기 1, 2, 3(대화) 부분 : 1. 시간과 계산

1. 天今我        在学校       ，然后       去       跟她一起做作
业。

 
2. 有还在现        ，我怕       上车。我        现在回去！

3. 想你，姨阿：男        几个？ 
 ：女   我       想买       ，可是你们的苹果太       ！  

我       要买        。

4. 蕉香：男        一斤？
 ：女          了，之前都卖       的，如果你买可以        

便宜       。

5. 件这：男        的衣服很好看！多少钱？
 女：         钱。你要试穿吗？可是， 

我觉得那件       的更       你！
 男：那，我要       那件白色的！那件是多少钱？
 女：白色的       红色的贵       。

6. 男：你       的一个月       多少？
 女：他的工资是一个月       。你呢?
 男：       的工资是他的       。
 女：是吗？你       我       ！

맛보기
 Track 01

2     최강 新 HSK 4급기차역

단어 핵심 정리 : 장소와 직업

饭馆 fànguǎn = 餐厅 cāntīng = 食堂 shítáng ★

식당

点菜 diǎncài

打包 dǎbāo 

买单 mǎidān = 结账 jiézhàng

店面 diànmiàn 

味道 wèidao

菜单 càidān 

推荐 tuījiàn  

特色菜 tèsècài

套餐 tàocān 

服务员 fúwùyuán │厨师 chúshī ★

>> 직업

구성�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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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강좌 수강을
받을 수

ECK교육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www.eckedu.com

모바일에서도
온라인강좌 수강 &
강의 다운로드 가능

ECK북스의 모든 도서가 MP3와 온라인강좌로 제작되어 원활한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The 바른 아랍어 The 바른 베트남어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The 바른 일본어



MP3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강좌 수강을
받을 수

ECK교육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www.eckedu.com

모바일에서도
온라인강좌 수강 &
강의 다운로드 가능

ECK북스의 모든 도서가 MP3와 온라인강좌로 제작되어 원활한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The 바른 아랍어 The 바른 베트남어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The 바른 일본어

ONLINE
CONTENTS

세상의�모든�언어를�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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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중국어 Step1

기초편 |  (저자 직강) 변지영 강사님  |  41강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Step1 코스

The 바른 중국어 Step1 저자 직강편에는 중국 소개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총 10강의 세분화된 발음편 수업과 30강의 회화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 바른 중국어 Step1

기초편 |  김윤희 강사님  |  35강

편히 듣는 王초보용 입문 코스!

중국어를 배우고는 싶지만 나와 맞을지 모르는 비싼 학원 강의료가 부담
이신 분, 학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히 명강의를 듣고 싶으신 학습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The 바른 중국어 Step2

초급편 |  인해주 강사님  |  30강

다양한 기초 어휘를 학습한다!

15과를 총 30강에 걸쳐 수업하게 되며, 동태 조사, 조동사, 진행형, 
정도 보어 등을 익히며 다양한 주제의 기초 어휘를 확장합니다. 

The 바른 중국어 Step3

중급편 |  인해주, 짜오리화 강사님  |  30강

더욱 더 강화된 중국어 학습

상황별 회화를 통해 기초 회화 표현을 응용 및 연습하여 초중급 실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한 지문 형식의 본문 학습이 추가 되어 중국어 읽기가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Series



43

The 바른 중국어  Step4

고급편 |  남은영, 왕림 강사님  |  30강

심화된 중국어 회화 및 어법 학습

총 15과,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단어, 
회화, 어법을 공부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앞의 강의를 간략히 복습 후 
본문 및 말하기 연습(说一说 )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초급편 |  이승혜, PUTU PRAMANIA 강사님  |  25강

인도네시아어 기초 회화 및 어법

원어민과 한국인이 함께 가르치는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1 !!
초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인도네시아어 학습서!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버전 업! Step1

초급편 |  하영지 강사님  |  26강

초급자를 위한 친절한 인도네시아어

커리큘럼을  문법과  어휘에 더욱 중점을 둔 새로운  강좌입니다. 
인도네시아어의 첫 시작을 The 바른 시리즈와 함께하세요!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Step2

초중급편 |  실비아(Sylvia Riadina) 강사님  |  16강

원어민 강사님의 심화 인도네시아어

효과적인 교재와 주요 문법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강의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들으며, 본문 속 회화 표현을 
학습해보세요.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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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미얀마어 Step1

초급편 |  안주영, Thida Tun 강사님  |  35강

교재와 함께 보는 기초 미얀마어

미얀마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학습자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강의입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한 미얀마어 학습의 첫 시작으로 도움이
됩니다.

The 바른 미얀마어
        버전 업! Step1

초급편 |  Nang Mya Su Aung 강사님  |  36강

원어민 강사님의 기초 미얀마어

원어민 강사 Nang Mya Su Aung (난미야수엉) 선생님이 유창한 한국말로
알려주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미얀마어 학습서!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초급편 |  노현명 강사님  |  22강

왕초보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 

스페인어 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입문 강좌입니다. 초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문법을 풍부한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초중급편 |  김희원 강사님  |  16강

스페인어 기초부터 중고급 문법까지

필수 기초부터 DELE·FLEX의 중상급 문법까지 한 권으로 학습하는 강의!
취미, 학교 수업, 시험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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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미얀마어 Step1

초급편 |  안주영, Thida Tun 강사님  |  35강

교재와 함께 보는 기초 미얀마어

미얀마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학습자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강의입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한 미얀마어 학습의 첫 시작으로 도움이
됩니다.

The 바른 미얀마어
        버전 업! Step1

초급편 |  Nang Mya Su Aung 강사님  |  36강

원어민 강사님의 기초 미얀마어

원어민 강사 Nang Mya Su Aung (난미야수엉) 선생님이 유창한 한국말로
알려주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친절한 미얀마어 학습서!

The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초급편 |  노현명 강사님  |  22강

왕초보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 

스페인어 왕초보를 위한 쉽고 빠른 입문 강좌입니다. 초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문법을 풍부한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The 바른 스페인어 Step2
                       

초중급편 |  김희원 강사님  |  16강

스페인어 기초부터 중고급 문법까지

필수 기초부터 DELE·FLEX의 중상급 문법까지 한 권으로 학습하는 강의!
취미, 학교 수업, 시험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스와힐리어 
         Step1

초급편 |  황수진, Trevor 강사님  |  28강

기초 어휘와 문법 위주의 학습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쓰는�스와힐리어에�초점을�맞춰�기초�발음 
연습부터�일상�회화까지�총 28강이�준비되어�있습니다.

The 바른�일본어 Step1

초급편 |  최유리�강사님  |  25강

기본 어순 및 단어, 회화 강의

최대한�많은�예문들을�접하여�일본어�패턴을�익혀감으로써�생활�일본어 
습득의�길잡이가�되는�것을�목표로�하는�온라인�강좌입니다. 

The 바른�베트남어 Step1

초급편 |  이수진, Bella 강사님  |  34강

친절한 문법 설명과 다양한 문형

초급자를�위한�친절한�문법�설명과�베트남어�표현력을�길러주는�다양한 
기본�문형�연습들로�손쉽게�다가갈�수�있습니다.

The 바른�아랍어 Step1

초급편 |  김소연�강사님  |  21강

기초 아랍어 학습의 교과서

꼭�필요한�아랍어�기초�문법과�어휘를�알기�쉽게�정리했습니다.
일상생활�대화문을�통해�생생한�아랍어�표현을�익힐�수�있습니다.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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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터키어  Step1

초급편 |  전고운 강사님  |  26강

본 학습 전에 터키와 터키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며, 기초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학습 가능합니다.  취미, 학교 수업, 시험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e 바른 캄보디아어

초급편 |  김여진 강사님  |  32강

예비 학습과 본 학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문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부터 탄탄한 강의입니다.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Step1

초급편 |  (저자 직강) 김아름 강사님  |  22강

동사를 이용한 기초부터, 중급까지 가능한 문법 설명과 회화 설명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비즈니스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기

다양한 예문을 통한 기초 다지기

저자 직강의 폴란드어 강의

The 바른 프랑스어 Step1

초중급편 |  원승재 강사님  |  28강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 첫걸음 강의로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초를 한 번에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초급부터 중급에 다다르는 시리즈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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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터키어  Step1

초급편 |  전고운 강사님  |  26강

본 학습 전에 터키와 터키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며, 기초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학습 가능합니다.  취미, 학교 수업, 시험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e 바른 캄보디아어

초급편 |  김여진 강사님  |  32강

예비 학습과 본 학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문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부터 탄탄한 강의입니다.

The 바른 폴란드어 Step1

Step1

초급편 |  (저자 직강) 김아름 강사님  |  22강

동사를 이용한 기초부터, 중급까지 가능한 문법 설명과 회화 설명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비즈니스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기

다양한 예문을 통한 기초 다지기

저자 직강의 폴란드어 강의

The 바른 프랑스어 Step1

초중급편 |  원승재 강사님  |  28강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하는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 첫걸음 강의로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초를 한 번에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초급부터 중급에 다다르는 시리즈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버전 업! Step2

초중급편 |  하영지 강사님  |  26강

일상생활 속의 실용 회화 강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인된 교재 중점 학습과 매 과마다 풍부한 연습 문제
풀이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균형 잡는 4가지 스킬을 제공합니다.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초급편 |  신현정�강사님  |  20강

초급 포르투갈어 회화/문법 강의

브라질 식 포르투갈어 기초 문법과 어휘 정리 강의입니다.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용적인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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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른 인도네시아어
      버전 업! Step2

초중급편 |  하영지 강사님  |  26강

일상생활 속의 실용 회화 강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인된 교재 중점 학습과 매 과마다 풍부한 연습 문제
풀이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균형 잡는 4가지 스킬을 제공합니다.

The 바른 Series
The 바른 시리즈는 교재를 바탕으로 저자 직강이 대다수인 강의이며, 어휘부터 회화,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각 본문마다 원어민의 발음을 MP3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he 바른 브라질
              포르투갈어 Step1

초급편 |  신현정�강사님  |  20강

초급 포르투갈어 회화/문법 강의

브라질 식 포르투갈어 기초 문법과 어휘 정리 강의입니다.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용적인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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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이탈리아어

초급편 |  장은조�강사님  |  25강

기초 문법부터 실용적인 어휘 표현!

[두근두근�나의�첫�이탈리아어]는�기초�문법부터�다양한�어휘�학습을�통해 
실생활에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용적인�표현들을�학습함으로써 
현지에서도�바로바로�문장을�구성해�표현할�수�있도록�합니다.

두근두근 나의 이탈리아어 
         Step2

초중급편 |  장은조�강사님  |  25강

상황에 따른 어휘 응용 표현 학습!

호텔, 레스토랑, 역, 바, 우체국, 공항, 택시�등�다양한�장소에서�활용할�수 
있는�회화로�일상생활�회화에�많은�도움을�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스페인어

초급편 |  김효영�강사님  |  21강

스페인어 기초 회화와 문법 다지기

중국어에�이어�가장�많이�쓰이고�전�세계의�언어�중�가장�빠른�속도로�확산
되고�있는�스페인어! 보다�쉽고�체계적으로�스페인어의�기초를�다지고자 
하는�입문�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프랑스어

초급편 |  장도혜�강사님  |  25강

기초 프랑스어 회화와 문법을 익히자!

프랑스어는�벨기에, 스위스, 캐나다�그�외에도�아프리카�등지의�공용어로서
국제적으로�중요성을�갖는�언어입니다. 보다�쉽고�체계적으로�프랑스어의 
기초를�다지고자�하는�입문�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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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몽골어

초급편 |   Khulan (홀랑) 강사님  |  25강

원어민 선생님의 완벽한 초급 몽골어

원어민�홀랑�선생님이�유창한�한국어로�또박또박�알려주기�때문에�걱정없이
보다�쉽고�체계적으로�몽골어의�기초를�다질�수�있습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이란어

초급편 |  정제희�강사님  |  25강

이란어의 시작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초�이란어�회화와�문법을�익히고자�하는�학습자, 이란�여행을�위해�다양한 
회화�표현을�익히고자�하는�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1

초급편 |  이정환 강사님  |  25강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기초 아랍어

아랍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입문 학습자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2

초중급편 |  이정환 강사님  |  25강

기초 아랍어 실력을 초중급으로!

Step1에서 탄탄하게 다진 기초를 Step2에서 초중급으로 실력을 향상하고
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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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몽골어

초급편 |   Khulan (홀랑) 강사님  |  25강

원어민 선생님의 완벽한 초급 몽골어

원어민�홀랑�선생님이�유창한�한국어로�또박또박�알려주기�때문에�걱정없이
보다�쉽고�체계적으로�몽골어의�기초를�다질�수�있습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이란어

초급편 |  정제희�강사님  |  25강

이란어의 시작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초�이란어�회화와�문법을�익히고자�하는�학습자, 이란�여행을�위해�다양한 
회화�표현을�익히고자�하는�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1

초급편 |  이정환 강사님  |  25강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기초 아랍어

아랍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입문 학습자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 아랍어  
Step2

초중급편 |  이정환 강사님  |  25강

기초 아랍어 실력을 초중급으로!

Step1에서 탄탄하게 다진 기초를 Step2에서 초중급으로 실력을 향상하고
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베트남어  

초급편 |  황엘림 강사님  |  20강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베트남어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입문 학습자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터키어  
초급편 |  전고운 강사님  |  25강

문화부터 회화까지 다양하게 배우기!

본 학습 전에 터키와 터키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예비과로 기초를 
탄탄하게! 취미, 학교 수업, 시험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독일어

초급편 |  김성희�강사님  |  25강

상황 회화를 통한 기초 독일어 학습

독일어의�기초�어휘와�문법을�위주로�학습한�후�여러가지�상황�회화를�통해 
현지에서�일상적인�대화가�가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보다�쉽고�체계적
으로�기초를�다지고자�하는�입문�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 독일어 Step2

초중급편 |  오연주�강사님  |  25강

수준이 향상된 초중급 독일어 강의

두근두근�나의�첫�독일어에�이어�좀�더�쉽게, 좀�더�재밌게, 한층�수준�높은 
독일어�공부를�시작해보세요! 이전�시리즈를�기초로�배운�후�학습하면�더욱 
효과적으로�공부하실�수�있습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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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러시아어

초급편 |  안사라�강사님  |  20강

러시아어 기초 어휘와 문법 학습

러시아어의�기초�어휘와�문법을�위주로�학습한�후�회화를�통한�반복�학습을
거쳐�현지인과의�일상적인�대화가�가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러시아어를 
보다�쉽고�체계적으로�공부하고자�하는�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우크라이나어

초급편 |  최후희�강사님  |  25강

반복 학습을 통한 우크라이나어 입문 강의

우크라이나어의�기초�어휘와�문법을�위주로�학습한�후�회화를�통한�반복
학습을�거쳐�현지인과의�일상적인�대화가�가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우르두어  

초급편 |  아만 울라 강사님  |  25강

기초 문법과 간단한 우르두어 회화

우르두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반복 학습하여 현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싱할라어  

초급편 |  사니카 슬로차니 강사님  |  20강

싱할라어의 기초 문법과 다양한 회화

기초 싱할라어 회화와 문법, 스리랑카 여행을 위해 다양한 회화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입문 학습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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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러시아어

초급편 |  안사라�강사님  |  20강

러시아어 기초 어휘와 문법 학습

러시아어의�기초�어휘와�문법을�위주로�학습한�후�회화를�통한�반복�학습을
거쳐�현지인과의�일상적인�대화가�가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러시아어를 
보다�쉽고�체계적으로�공부하고자�하는�학습자분들께�적극�추천해�드립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우크라이나어

초급편 |  최후희�강사님  |  25강

반복 학습을 통한 우크라이나어 입문 강의

우크라이나어의�기초�어휘와�문법을�위주로�학습한�후�회화를�통한�반복
학습을�거쳐�현지인과의�일상적인�대화가�가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우르두어  

초급편 |  아만 울라 강사님  |  25강

기초 문법과 간단한 우르두어 회화

우르두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반복 학습하여 현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싱할라어  

초급편 |  사니카 슬로차니 강사님  |  20강

싱할라어의 기초 문법과 다양한 회화

기초 싱할라어 회화와 문법, 스리랑카 여행을 위해 다양한 회화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입문 학습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불가리아어  

초급편 |  루미 강사님  |  25강

일상 회화 표현의 불가리아어 강의

러시아어와 같은 키릴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불가리아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학습한 후  회화를 통한 반복학습을 거쳐 일상대화까지 가능합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벵골어  

초급편 |  루소 강사님  |  20강

풍부한 예문 표현 학습의 벵골어 강의

벵골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와 
예문을 통해 반복 학습을 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헝가리어
초급편 |  타미�강사님  |  25강

상황극을 통한 문법/기초 회화 강의

입문자를�위한�탄탄한�기초�문법과�다양한�상황극을�통해�회화를�학습하며,
헝가리�여행에�필요한�지식�및�어휘�연습을�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태국어
초급편 |   박가은�강사님  |  25강

문법 위주의 회화 학습 태국어 강의

준비된�수강�자료�파일로�기초�태국어�회화를�학습하고, 주재원�파견�시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학습을�위주로�합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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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불가리아어  

초급편 |  루미 강사님  |  25강

일상 회화 표현의 불가리아어 강의

러시아어와 같은 키릴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불가리아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학습한 후  회화를 통한 반복학습을 거쳐 일상대화까지 가능합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벵골어  

초급편 |  루소 강사님  |  20강

풍부한 예문 표현 학습의 벵골어 강의

벵골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와 
예문을 통해 반복 학습을 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헝가리어
초급편 |  타미�강사님  |  25강

상황극을 통한 문법/기초 회화 강의

입문자를�위한�탄탄한�기초�문법과�다양한�상황극을�통해�회화를�학습하며,
헝가리�여행에�필요한�지식�및�어휘�연습을�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태국어
초급편 |   박가은�강사님  |  25강

문법 위주의 회화 학습 태국어 강의

준비된�수강�자료�파일로�기초�태국어�회화를�학습하고, 주재원�파견�시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학습을�위주로�합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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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불가리아어  

초급편 |  루미 강사님  |  25강

일상 회화 표현의 불가리아어 강의

러시아어와 같은 키릴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불가리아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학습한 후  회화를 통한 반복학습을 거쳐 일상대화까지 가능합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벵골어  

초급편 |  루소 강사님  |  20강

풍부한 예문 표현 학습의 벵골어 강의

벵골어의 기초 어휘와 문법을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와 
예문을 통해 반복 학습을 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헝가리어
초급편 |  타미�강사님  |  25강

상황극을 통한 문법/기초 회화 강의

입문자를�위한�탄탄한�기초�문법과�다양한�상황극을�통해�회화를�학습하며,
헝가리�여행에�필요한�지식�및�어휘�연습을�도와줍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태국어
초급편 |   박가은�강사님  |  25강

문법 위주의 회화 학습 태국어 강의

준비된�수강�자료�파일로�기초�태국어�회화를�학습하고, 주재원�파견�시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학습을�위주로�합니다.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네팔어(알파벳)

초급편 |   Era(에라) 강사님  |  2강

원어민 강사님의 네팔어 알파벳

원어민�에라�강사님이�유창한�한국어로�또박또박�알려주는�네팔어
알파벳으로�네팔어�시작을�가볍게�해봅시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eries
처음�시작하는�일본어는  저자�직강�강의로�선생님의�톡톡�튀는�강의가�특징입니다.

초급편 |  정복임�강사님  |  25강

히라가나부터 기초 회화까지

일본어�학습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익혀야�할 ‘일본어�문자와�발음’을 
<예비학습>으로�정리했습니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tep1

처음�시작하는�일본어 

초중급편 |  정복임�강사님  |  35강

심화된 문법 표현부터 작문까지

일본어�첫걸음�학습을�마치셨나요? 이제는�더욱�풍부한�표현과 
재미있는�일상�회화�단계를�시작할�때입니다!

         Step2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두근두근 나의�첫 네팔어(알파벳)

초급편 |   Era(에라) 강사님  |  2강

원어민 강사님의 네팔어 알파벳

원어민�에라�강사님이�유창한�한국어로�또박또박�알려주는�네팔어
알파벳으로�네팔어�시작을�가볍게�해봅시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eries
처음�시작하는�일본어는  저자�직강�강의로�선생님의�톡톡�튀는�강의가�특징입니다.

초급편 |  정복임�강사님  |  25강

히라가나부터 기초 회화까지

일본어�학습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익혀야�할 ‘일본어�문자와�발음’을 
<예비학습>으로�정리했습니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tep1

처음�시작하는�일본어 

초중급편 |  정복임�강사님  |  35강

심화된 문법 표현부터 작문까지

일본어�첫걸음�학습을�마치셨나요? 이제는�더욱�풍부한�표현과 
재미있는�일상�회화�단계를�시작할�때입니다!

         Step2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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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판매중국어 Series
한권으로 끝내는 판매중국어 시리즈는 기초편과 실전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전편
에서는 각 매장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기초편

초급편 |  양수진 강사님  |  22강

중국어 판매회화의 기초 중의 기초

본 기초편에서는 발음을 알기 쉽게 설명해두었고, 매 과별로 판매의 각 
과정을 통해 기초 판매회화를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실전편

초중급편 |  이한님 강사님  |  25강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매회화

실전 대화문, 핵심 문법, 실용 어휘로 나뉘어져 있는 알찬 강의!
판매 서비스 업종 종사자, 관광학 전공자들을 위한 필독 중국어 교재!

짬뽕�중국어 Season1

초급편 |  박은정�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중국�여행자를�위한�꿀 TIP 강의로�상황별�문화�소개�및�여행�시�필요한 
어휘를�집중적으로�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짬뽕 Series
짬뽕�시리즈는�짬내서�보고�여행가서�뽕뽑자! 라는�의미로 5강으로�구성되어�평균 5분
정도의�내용으로�꼭�필요한�회화들을�학습하는�강의이며, 언제�어디서든�짧은�시간�안에 
편하게�볼�수�있는�강좌�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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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중국어 Season2

초급편 |  박은정�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짬뽕�중국어 season1에�이은�여행회화�꿀 TIP 강의로�실생활에서�쓰이는
어휘를�집중적으로�학습할�수�있는�강의.

짬뽕�일본어 Season1

초급편 |  최유리�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일본�여행자를�위한�꿀 TIP 강의로�실제로�사용하는�표현과�더불어�한글 
발음�표기를�통한�일본어�어휘로�구성된�강의

짬뽕�일본어 Season2

초급편 |  최유리�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짬뽕�일본어 season1에�이어서�꼭�필요할�만한 10가지�상황의�문장�및 
표현�학습으로�다양한�회화�표현을�익힐�수�있는�강의

짬뽕�베트남어 Season1

초급편 |  벨라(Bella Do) 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다양한�여행�회화�표현을�익히고자�하는�분들을�위해�베트남어�문자와 
표현을�익힐�수�있는�베트남여행�꿀 TIP 강의.

짬뽕 Series
짬뽕�시리즈는�짬내서�보고�여행가서�뽕뽑자! 라는�의미로 5강으로�구성되어�평균 5분
정도의�내용으로�꼭�필요한�회화들을�학습하는�강의이며, 언제�어디서든�짧은�시간�안에 
편하게�볼�수�있는�강좌�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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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베트남어 Season2

초급편 |  이수경�강사님  |  10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짬뽕�베트남어 season1에�이은�강의로�실생활에�꼭�필요한 9가지�상황별
회화�학습을�통해�원활한�의사소통이�가능하도록�하는�강의입니다.

짬뽕�스페인어 Season1

초급편 |  노현명�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관광지�및�응급상황�등�스페인어권�국가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대비
하기�위한�회화�및�문화를�학습하는�강의 

짬뽕�프랑스어 Season1

초급편 |  Claire(추은초)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간단한�인사말과�같은�실생활에서�많이�사용되는�회화와�지역�주의사항 
등을�학습할�수�있는�프랑스�여행�꿀TIP 강의

짬뽕�스와힐리어 Season1

초급편 |  황수진�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동아프리카�여행자를�위한�꿀 TIP 강의로�우간다, 탄자니아, 케냐에서�사용
하는 5가지�이상의�회화�표현과�지역�문화를�학습할�수�있는�강의

짬뽕 Series
짬뽕�시리즈는�짬내서�보고�여행가서�뽕뽑자! 라는�의미로 5강으로�구성되어�평균 5분
정도의�내용으로�꼭�필요한�회화들을�학습하는�강의이며, 언제�어디서든�짧은�시간�안에 
편하게�볼�수�있는�강좌�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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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인도네시아어 
초급편 |  리나(하영지) 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관광지의�특징�설명과�반복적인�회화�학습으로�인도네시아어와�이외의
문화까지�습득할�수�있는�강의입니다.

짬뽕�투르크메니스탄어
초급편 |  Garliev Annamuhammed 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투르크메니스탄�여행자를�위한�꿀 TIP강의로�원어민�선생님의�발음�듣기 
학습을�통해�실제�쓰이는�표현과�문화적�특징을�학습할�수�있는�강의 

짬뽕�러시아어
초급편 |  안사라�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러시아어�문자와�표현�연습을�통해�여행�또는�파견�시�원활하게�의사소통을 
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강의입니다.

짬뽕�몽골어
초급편 |  홀랑�강사님  |  5강

짬내서 보고, 뽕뽑는 알짜배기 강의

문화적�특징�설명과�다양한�회화�표현을�익힐�수�있는�강의로�몽골�여행자
에게�안성맞춤인�강의입니다.

짬뽕 Series
짬뽕�시리즈는�짬내서�보고�여행가서�뽕뽑자! 라는�의미로 5강으로�구성되어�평균 5분
정도의�내용으로�꼭�필요한�회화들을�학습하는�강의이며, 언제�어디서든�짧은�시간�안에 
편하게�볼�수�있는�강좌�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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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네팔어(알파벳)

초급편 |   Era(에라) 강사님  |  2강

원어민 강사님의 네팔어 알파벳

원어민�에라�강사님이�유창한�한국어로�또박또박�알려주는�네팔어
알파벳으로�네팔어�시작을�가볍게�해봅시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eries
처음�시작하는�일본어는  저자�직강�강의로�선생님의�톡톡�튀는�강의가�특징입니다.

초급편 |  정복임�강사님  |  25강

히라가나부터 기초 회화까지

일본어�학습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익혀야�할 ‘일본어�문자와�발음’을 
<예비학습>으로�정리했습니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Step1

처음�시작하는�일본어 

초중급편 |  정복임�강사님  |  35강

심화된 문법 표현부터 작문까지

일본어�첫걸음�학습을�마치셨나요? 이제는�더욱�풍부한�표현과 
재미있는�일상�회화�단계를�시작할�때입니다!

         Step2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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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가나부터 기초 회화까지

일본어�학습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익혀야�할 ‘일본어�문자와�발음’을 
<예비학습>으로�정리했습니다. 

처음�시작하는�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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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문법 표현부터 작문까지

일본어�첫걸음�학습을�마치셨나요? 이제는�더욱�풍부한�표현과 
재미있는�일상�회화�단계를�시작할�때입니다!

         Step2

두근두근 Series Series
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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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이며,
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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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나의�첫 네팔어(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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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자세하고, 세세하게�내용을�풀어가는�강의입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 
다루기�때문에�처음�언어를�접하는�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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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화�특강�미얀마
laylaymon 강사님  |  11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현지에서�사용하는�회화�표현과�원어민�선생님의�생생한�이야기를�바탕으로 
미얀마에�가보지�않아도�단번에�문화를�파악할�수�있는�강의

이문화�특강�태국
Petlada Sathitchalal 강사님  |  11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태국�여행자를�위한�강의로�태국에�대한�기본�정보, 지역�주의사항, 대표적 
사항, 기타�정보�등에�대한�강의

이문화�특강�베트남
짱(CAO HUYEN TRANG) 강사님  |  11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원어민�선생님의�베트남�문화�특강으로�문화뿐만이�아닌�현지에서 
사용하는�회화�표현도�학습할�수�있는�강의 

이문화�특강
                   투르크메니스탄

Garliev annamuhammed 강사님  |  11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투르크메니스탄�원어민�선생님의�강의로�현지에서�사용하는�회화�표현과 
대표�음식, 교통�수단과�같은�문화를�학습할�수�있는�강의

문화 Series
문화�시리즈는�언어를�배우기전에�그�나라의�문화를�먼저�접함으로써�인해�언어에�대한 
흥미를�북돋아주는�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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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화�특강�중국
박은정�강사님  |  5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하루 5분만�투자해서�들어도 5일이면�중국�문화를�마스터�할�수�있는 
강의로�기본�정보, 지역�주의사항�등의�문화와�회화�학습�강의

이문화�특강�인도네시아
하영지�강사님  |  15강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특강

인도네시아의�지역별�특징과�문화를�학습하며, 비즈니스�매너와�더불어 
정착 TIP도�학습할�수�있는�강의

문화 Series
문화�시리즈는�언어를�배우기전에�그�나라의�문화를�먼저�접함으로써�인해�언어에�대한 
흥미를�북돋아주는�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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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바른�중국어�발음
초급편 |  박은정�강사님  |  10강

4가지 성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중국�주재원�파견�시�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회화�학습으로�한국인이 
어려워하는�발음�교정에�도움이�되는�강의입니다. 

꿀바른�미얀마어�발음
초급편 |  Nang Mya Su Aung 강사님  |  10강

6개의 성조를 통한 발음교정

원어민�선생님의�정확한�발음�교정�학습으로�받침에�따라�변하는�현상에 
대한�기본기를�마스터�할�수�있는�강의입니다.

꿀바른�발음 Series
꿀바른�발음�시리즈는�한국인들에게�어려운�언어들의�발음과�성조�등을�자세하게 
다루는�강의입니다.
원어민�선생님의�발음을�바탕으로�보다�정확한�발음을�구사하는데�도움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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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빠른 New OPIc 
                                Start!  

초급편 |  송혜원 강사님  |  12강

Story Line을 기반으로 출제 유형 문제뿐만이 아닌 이외의 문제들도 함께
IM1, IM2, IM3 단계별로 기본기를 다지는 OPIc 시험 대비 훈련 강의

TSC 시험공략  

초중급편 |  이한님 강사님  |  16강

TSC 고득점을 얻는 가이드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연습을 통한 시험 대비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의

최강 新 HSK 4급  

초중급편 |  박은정 강사님  |  31강

新 HSK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로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및 문제 풀이와
듣기 영역 훈련을 위한 받아쓰기 워크북 등의 저자 직강 강의

어휘/회화/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강의

시험대비 Series
시험대비 시리즈는 다년간의 강의 노하우와 꼼꼼한 시험 전략 분석을 통해 원하는 목표 
레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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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빠른 New OPIc 
                                Start!  

초급편 |  송혜원 강사님  |  12강

Story Line을 기반으로 출제 유형 문제뿐만이 아닌 이외의 문제들도 함께
IM1, IM2, IM3 단계별로 기본기를 다지는 OPIc 시험 대비 훈련 강의

TSC 시험공략  

초중급편 |  이한님 강사님  |  16강

TSC 고득점을 얻는 가이드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연습을 통한 시험 대비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의

최강 新 HSK 4급  

초중급편 |  박은정 강사님  |  31강

新 HSK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로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및 문제 풀이와
듣기 영역 훈련을 위한 받아쓰기 워크북 등의 저자 직강 강의

어휘/회화/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성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강의

시험대비 Series
시험대비 시리즈는 다년간의 강의 노하우와 꼼꼼한 시험 전략 분석을 통해 원하는 목표 
레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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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me! 내�여행을�도와줘
                          미얀마�편

초급편 |  Nang Mya Su Aung 강사님  |  10강

여행을 위한 기본 회화의 첫 걸음

미얀마의�기본�문화적�특징과�상황에�따른�어휘�표현�연습을�통해�미얀마
여행�준비에�도움이�되는�강의입니다.

Help me! 내�여행을�도와줘
                             터키�편

초급편 |  전고운�강사님  |  10강

여행을 위한 기본 회화의 첫 걸음

터키�여행에�꼭�필요한�회화�및�꿀 TIP강의로�실생활에서�사용되는�어휘 
중심�학습을�할�수�있는�강의입니다. 

Help me! 내�여행을�도와줘
                             몽골�편

초급편 |  Khulan (홀랑) 강사님  |  10강

여행을 위한 기본 회화의 첫 걸음

몽골�여행에�꼭�필요한�회화�강의로�몽골�기본의�문화적�특징�설명과 
공공시설�이용�시�사용되는�어휘�표현�등을�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Help me! 내�여행을�도와줘
                         스페인�편

초급편 |  김희원�강사님  |  10강

여행을 위한 기본 회화의 첫 걸음

스페인�여행�시�알아야�하는�문화적�특징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 
스페인어�어휘를�한글�발음으로�표기하여�쉽게�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Help me! Series
Help me! 내�여행을�도와줘�시리즈는�여행에서�사용할�수�있는�모든�회화를�비행기예약
부터�시작하여, 식당, 숙소, 쇼핑, 긴급상황까지�다루는�강의입니다. 인터넷�검색으로는 
찾기�힘든�문화와�여행 Tip까지�다루고�있어�여행을�계획한�분들에게�최적의�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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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다�포르투갈어 
                                          Step1

초급편 |  신현정�강사님  |  25강

알파벳부터 기본 문법 & 회화까지!

브라질식�포르투갈어�기초�읽기의�단계적�학습부터�출장을�대비한
회화�및�문법도�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나도한다�우즈벡어
초급편 |  딜쇼드�강사님  |  25강

알파벳부터 기본 문법 & 회화까지!

우즈베키스탄�주재원�파견을�위한�강의로�우즈벡어의�문법을�기반으로 
기초�회화�표현까지�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나도한다�이란어
초급편 |  Davood 강사님  |  21강

알파벳부터 기본 문법 & 회화까지!

원어민�선생님의�발음�교정�학습으로�입문자를�위한�이란어�문법과 
기초�단어와�표현도�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나도한다 Series
나도한다�시리즈는�교재없이�강사님께서�직접�만드신�핸드아웃으로�진행되는�강의로,
다양한�예시를�제시하여�설명하기�때문에�보다�정확하게�문법을�이해할�수�있습니다.
알파벳부터�기본�문법과�회화를�다루기�때문에�입문, 초급자에게�적합한�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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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영어�한달이면�뚝딱
초중급편 |  문수정�강사님  |  20강

건설에 관련된 속성 영어 배우기!

건설�현장에서�꼭�필요한�회화�및�문법�위주의�강의로�어휘�발음�교정과 
비즈니스�매너를�한번에�습득할�수�있는�강의입니다.

The 빠른 Rhythm 
                              English

초급편 |  Angella 강사님  |  25강

리듬으로 배우는 발음교정 영어강의

영어의�핵심인�리듬�이해를�바탕으로�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듣기�및 
말하기�중점�강의와�강세, 연음, 축약, 축소�현상을�통한�실생활�회화�학습을 
할�수�있는�강의입니다.

최강�중국어�어법
초급편 |  박은정�강사님  |  28강

중국어 문법 타파 가능한 강의!

60일�타파�중국어�문법�중점�내용으로�성조의�기초를�잡고, 전치사, 
접속사와�같은�품사�종합�문제를�풀며�학습할�수�있는�강의입니다.

The 빠른�태국어
초급편 |  나티샤(NATTICHA) 강사님  |  14강

영어로 배우는 태국어 속성 강의!

원어민�선생님의�직독직해�표현과�기초�회화�중점�강의로�일반�어학강의와는
차별화된�영어로�태국어를�학습하는�강의입니다.

기타
ECK교육�온라인강좌에서�제공하는�시리즈�외�기타�강의들입니다.
비즈니스부터�속성�강좌, 기본기를�다지는�강좌까지�다양한�강좌로�학습자에게�유익한 
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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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프랑스어�탈출 
                                    21회�완성

초급편 |  원승재�강사님  |  21강

입문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의

알파벳�및�문법을�바탕으로�실생활�어휘�표현까지�단 21강으로�왕초보를 
벗어날�수�있는�강의입니다.

Survival Business 
             English B1~B3

Alice 강사님  |  17강 / 17강 / 16강 

전화외국어와 함께하는 영상강좌

전화외국어와�함께하는�비즈니스�영어�온라인강좌�시리즈! 
영어로�말하는�비즈니스�상황에서�살아남기�위한�전략적�영어�스피킹코스
입니다.

기타
ECK교육�온라인강좌에서�제공하는�시리즈�외�기타�강의들입니다.
비즈니스부터�속성�강좌, 기본기를�다지는�강좌까지�다양한�강좌로�학습자에게�유익한 
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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