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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는 ‘Next To Us’란 뜻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해도 좋은 내용(Contents)’만

을 독자에게 제공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사람과 사회에 꼭 필

요한 책을 만든다’는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지금까지 어학, 문

학, 인문, 교양, 과학, 경제, 경영, 건강, 실용, 종교 등의 분야에서 총 5,000여 종의 도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넥서스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그룹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며, 책

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유무선 멀티미디어를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는 여러분께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새로운 환희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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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는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학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성장을 통해 어학 출판

의 흐름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365단어로 코쟁이 기죽이기』,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영어일기 표현사전』 등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어학서

를 출간하여 전국 서점 외국어 부분 베스트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잇달아 히트하면서 안정

된 출판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2001년 프린스턴 리뷰 사의 ‘WORD SMART 시리즈’를 국내 영어 학습서의 정상에 올

려놓았으며, 토익의 새 바람을 일으킨 ‘이익훈 E-TOEIC 시리즈’와 2008년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들으면서 정리하는 이보영의 120분 영문법』을 비롯한 ‘이

보영의 120분 시리즈’, 영어 어휘서의 선두 주자 『VOCA Bible』, 『WORD SPONGE

』,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최신 기출 문제를 수록한 ‘How to TEPS’ 기출

문제집과 영역별 교재 시리즈, 정통 영어 학습서 ‘This is Grammar 시리즈’와  ‘The 

Listening 시리즈’ 등을 잇달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영어 학습서 

대표 출판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다시 토익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How to Toeic 시리

즈’를 런칭하였고,  How To 브랜드는 명실공히 ‘2010~2013, 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영어회와 100일의 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외국어 분야에서 1위를 점하

며 ‘100일의 기적 시리즈’와 ‘나혼자 끝내는 첫걸음 시리즈’로 다시 한 번 어학의 명가로

서의 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행본 전문 출판 외에도 각종 중고등 학습서와 일본어 ‘우키우키 시리즈’, 중국어  ‘

중국어 교실 시리즈’, ‘How To 신 HSK 시리즈’ 등 제2외국어(일어, 중국어) 분야까지 출

판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엄선하여 펴내고 있습니다. 

또한 넥서스는 실용도서 분야에서는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건강 30분 시리

즈’ 『아름다운 몸의 혁명 스트레칭 30분』, 『내 몸을 살리는 요가 30분』, 『몸이 아름다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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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보인 작가, 엘리아스 카네티의 대표작 『현혹』 등과 독자들의 궁

금증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쉽게 풀어쓴  『나는 누구인가?』, 『반고흐, 마지막 70일』, 『나는 

영화가 좋다』 등과 다채로운 인문서를 소개하는 ‘인문과학 K 시리즈’를 출간하여  풍요로

운 지식의 숲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출범한 ‘넥서스CROSS’는 문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Know), 하나

님을 알리는 데(Knowing) 가치를 둔 기독브랜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양성을 위

한 제자훈련 교재로 『예수님의 사람』, 『당신은 전도하는 제자입니까?』는 한국 교회로부

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해주는 『반응』, 『하나님 같이 갑시

다』와 2018년부터는 오늘날 신학의 혼돈과 부재 속에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알고 

싶다 시리즈’를 출간하며 어린이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을 다시 되새기며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프뉴마 성경 시리즈’ 등을 출간하며, ‘넥서

스CROSS’는 이 시대 기독교의 지성을 대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넥서스주니어’에서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팝업북

의 거장 로버트 사부다의 환상적인 팝업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공룡의 비밀』, 『나니아 연대기』, 『미녀와 야수』 등의 ‘팝업북 시리즈’ 로 아이는 물론 어른

들에게도 감동을 주며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시계, 자석 등 장난감을 통해 알파벳, 색

깔, 모양, 숫자, 그리고 시간 개념 등 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신나는 놀이왕 시리즈’, 학습 능

력과 두뇌 계발에 도움을 주는 『멘사 퍼즐』, 『우뇌 IQ 훈련북』, 초등영재를 만들어주는 ‘훈

련북 시리즈’와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한자 등의 외국어 학습과 세계 여행, 세계 지식 정

보를 담은 ‘세계로 주니어 시리즈’ 등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자라는 어린이들의 마음 밭

과 꿈을 가꿔줄 것입니다.

는 최윤영의 요가 30분』, 『김소형의 경락마사지 30분』을 차례로 출간하여 모두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올렸습니다. ‘건강 30분 시리즈’는 낡은 건강서 시장을 일신하고 쉬우면서

도 명확한 콘셉트와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건강서 시장에서 브랜드화 가능성을 만들어냈

습니다. 또한 ‘배우는 재미, 생활의 즐거움’이 있는 배우기 시리즈 중 세계 제일 마술사 이

은결의 『눈으로 배우는 마술책』은 도서 시장에 마술책 붐을 일으켰고, 2011년 출간된 최

현우 마술사의 『러브매직』은 마술을 생활 영역까지 확대하여 대중화를 꾀하였습니다. 『비

즈 배우기』, 『천연비누 만들기』 역시 스테디셀러로 오랫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

며, 2016년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나를 위한 시간 시리즈’를 출간하며 명실공히 실

용 전문 출판사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대

한민국 대표 여행지 52』,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1000』 을 포함한 권역별 시리즈와 『여행

이 즐거워지는 사진찍기 1·2』, 『서울 근교 여행』 등의 테마별 시리즈를 필두로 현재는  『

혼자여서 더 좋은 여행』,  『커플 여행』 등 차별화된 여행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에는  ‘내 생애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시리즈’로 여행서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고, 2006

년에는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흥미로운 여행기 『On the Road - 카오산 로드에서 만

난 사람들』, 2015년부터 ‘버킷리스트 여행 시리즈’ 등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Self 여행 가

이드  ‘ENJOY 시리즈’,  ‘지금 시리즈’ 등으로 여행서 분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차별화된 아이템을 통해 새로운 감각의 여행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인문·교양 브랜드 ‘지식의 숲’에서는 꿈의 신비를 밝혀내

는 놀라운 꿈의 과학 『꿈꾸는 뇌의 비밀』이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 도서로 선정되었습

니다. 또한 30억 아시아 신경제인의 부흥과 세계 경제의 미래를 분석한 『부와 권력의 대

이동』, 『세계의 나무』를 비롯하여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2001년 노벨경제학

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된, 1천 년의 문화유산을 펜 끝에 담은 『김영택의 펜화기행』, 군중과 군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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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영어 학습 교재 출간을 시작한  ‘

NEXUS Edu’는 그간 『This is Grammar』를 필두로 ‘This is 시리즈’와 ‘공감 시리즈’, 

‘101 시리즈’ 등, 교과 과정 및 수준별 능력에 맞춘 다양한 영어 교재를 출간하여 500만 

부 이상씩을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 영역을 확장하

여 초등학교 연산문제집인 ‘계산끝 시리즈’를 선보이며,  ‘NEXUS Edu’는 단지 도서뿐만 

아니라 멀티 학습을 위해 다양한 부가자료와 동영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을 해당 사이트

에서 제공하며, 한층 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인 교육 출판사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넥서스’에서는 도서 정보 및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스토리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넥서

스북’(www.nexusbook.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포털 수준의 똑똑한 도

서 검색, 도서 속의 다양한 Tip 등의 흥미 요소 검색, 도서의 Mp3 다운로드 등 유익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미, 여행 등 다양한 관심거리에 대한 정보와 도서 소개를 하

고 있는 블로그(blog.naver.com/nexuspr)와 넥서스 콘텐츠의 알짜 정보만을 골라

서 제공하는 페이스북(facebook.com/Nexus.content)과 인스타그램(instagram.

com/nexusbooks)은 네티즌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변

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 전자사전, eBook 등에 수백여  종의 양질의 디지

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출판기업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그룹의 교두보로서의 위

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라도 손을 뻗기만 하면 볼거리, 읽을거리가 가득 

열리는 세상, 요술램프의 마법사처럼 ‘주문’을 외우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세

상을 앞으로도 쭉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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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보카 초・중급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신국판 변형│424쪽│10,000원│2판1쇄 2015년 10월 출간

절대 실패하지 않는 100% 토익 기출 어휘이다. 24일 완성, 주제별 
토익 단어장으로 토익 시험에 새로 등장한 최신 기출 어휘까지 모두 수록
하였다. 900점 이상을 보장하는 고득점 어휘 등 꼭 필요한 어휘만 수록
하였으며 독학용 무료 학습 자료 4종과 영미 발음 MP3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토익 700/ 800/ 900점 넘기 필수 보카 초・중급・고급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신국판 변형│196쪽│5,000원│2판1쇄 2016년 3월 출간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빈출 어휘를 표제어와 주
요 파생어로 정리하였다. 실제 토익 시험에서 등장한 문장을 응용한 예문
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표제어와 예문을 각각 미국식과 영국식 발음으로 
2번 녹음하여 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MP3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토익 PART 1~4 중급

이주은 지음│사륙배판 │424쪽│16,000원│3판1쇄 2017년 3월 출간

부족한 영역만 집중 학습하는 파트별 모의고사 시리즈로 국내 최다 실전 
문제인 PART 1~4 총 12회를 수록하였다. 더욱 어려워진 신토익 LC 경향
을 완전 분석하여 출제 원리를 반영하였다. 토익 실전반 명강사의 노하우
와 고득점 전략을 담았으며 빈출 어휘 및 테스트지, 온라인 받아쓰기를 별
도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토익 PART 5&6 중급

박혜원, 전보람 지음│사륙배판│308쪽│13,000원│초판1쇄 2017년 2월 출간

신토익을 반영한 PART 5&6 12회분 모의고사로 따로 정답을 확인할 필
요 없이 문제 풀이 후 바로바로 정답 및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
다. 책날개를 활용하여 정답 및 해설을 가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풀 
수도 있다. 혼자서도 토익을 끝낼 수 있는 저자 직강 음성 강의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TOEIC

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스타트 LC+RC 초급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사륙배판│404쪽│17,500원│3판1쇄 2018년 1월 출간

토익 입문자 맞춤형 교재로 기초 영어를 다지며 토익을 처음 시작하려는 
수험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이다. 누구나 쉽게 토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
영상 강의 및 온라인 받아쓰기 테스트, 모바일 단어장 등 다양한 부가 자
료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토익 한 번에 끝내기 RC/ LC (신토익 개정판) 중급

RC 플랜티 어학연구소 지음│사륙배판│540쪽│18,500원│2판1쇄 2016년 7월 출간

LC 플랜티 어학연구소 지음│사륙배판│376쪽│17,500원│2판1쇄 2016년 7월 출간

토익 신유형을 반영하여 신유형 시행 후 더욱 까다로워진 Part 6, Part 7에 
대처할 수 있다. 각 파트의 문제 풀이 핵심과 오답 함정을 피하는 노하우
만을 정확하게 분석한 토익 전문가의 해설로 꼼꼼하게 오답에 대비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수험 영어

넥서스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토익, 텝스(How to TEPS, 서울대 최

신기출 시리즈), 토플 시리즈! 영역별, 수준별로 다채롭게 구성된 

넥서스의 명품 수험서를 통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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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BASIC LC+RC 초・중급

원정서,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사륙배판│352쪽│16,500원│초판1쇄 2017년 12월 

출간

토익 초보자 맞춤형 교재로 75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최
적화되었다. 누구나 쉽게 토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받아쓰기 테스
트, 모바일 단어장 등 다양한 부가 자료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기출모의 1200제 중급・고급

김랑, 박자은,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사륙배판│456쪽│16,000원│초판1쇄 2019년 1

월 출간

최근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빈출 어휘를 표제어와 주요 파생어
로 정리하였다. 실전 난이도 가장 비슷하게 구성하였으며 실전 연습이 충
분히 가능하도록 실전 6회분 모의고사로 되어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토익 PART 7 중급

이미영, 박선영 지음│사륙배판│340쪽│15,000원│2판1쇄 2017년 7월 출간

부족한 영역만 집중 학습하는 파트별 모의고사 시리즈로 국내 최다 실전 
문제인 PART 7 총 10회를 수록하였다. 더욱 어려워진 신토익 독해 경향을 
완전 분석하여 출제 원리를 반영하였다. 토익 실전반 명강사의 노하우와 
고득점 전략을 담았으며 빈출 어휘 및 테스트지를 별도로 제공한다. 

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봉투형 모의고사 3회 중급・고급

김랑, 박자은, 임철,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사륙배판│144쪽│7,500원│초판1쇄 2017

년 7월 출간

신토익을 반영한 3회분의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지 형태 그대로 봉투 안
에 수록하였다. 정기 토익 시험 직전에 실제 시험 환경과 같이 최종 마무
리를 할 수 있다. 문제를 풀고나서 바로바로 확인하며 복습할 수 있도록 
LC 스크립트 및 정답 및 해석, 해설을 제공하며, 정답 키워드가 되는 부분
을 표시하여 쉽게 정답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LC+RC 1000제 중급・고급

홍진걸, 이주은, 넥서스 TOEIC연구소 지음│사륙배판│364쪽│13,000원│초판1쇄 2017년 

6월 출간

신토익을 반영한 5회 모의고사로 실전을 완벽 대비할 수 있다. 정기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실제 시험 환경과 같이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따로 
해설집을 구매할 필요 없이 해설집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 및 해설을 확인
하며 복습할 수 있으며, 정답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쉽게 정답
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신토익 FINAL 실전 모의고사 5회 중급・고급

제이드 김, 김선희 지음│사륙배판│388쪽│15,0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빈출 어휘를 표제어와 주
요 파생어로 정리하였다. 실제 토익 시험에서 등장한 문장을 응용한 예문
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표제어와 예문을 각각 미국식과 영국식 발음으로 
2번 녹음하여 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MP3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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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모의 TOEIC SPEAKING 중・고급

장성진・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280쪽│15,000원(온라인 테스트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11월 출간

최신 토익 스피킹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제 토익 스피
킹과 가장 유사한 1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을 앞두고 토익 
스피킹 점수가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최단시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온라인 실전 테스트 CD를 통하여 실전 연습
을 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OPIc

오픽 실전 문제집 10회 중급

전미성 지음│사륙배판│180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새롭게 달라진 시험 경향에 맞춘 난이도 선택별 실전 모의고사 10회이
다. 10회분 모든 문제에 대한 모범 답변을 제공하며 실제 수험자의 레
벨별 육성 답변 샘플을 MP3로 제공한다. 어떤 질문을 만나더라도 능숙
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 표현 리스트와 MP3를 추가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퍼스트 오픽 (First OPIc) 초・중급

넥서스 콘텐츠연구소 지음│사륙배판│320쪽│13,900원│초판1쇄 2013년 7월 출간

오픽 시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2주 완성 오픽 종합서이다. 오픽에 꼭 
필요한 기초 영문법을 수록했으며, 답변 패턴 연습을 통해 나만의 답변
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네이티브식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MP3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며,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24개 최다 돌발 
주제와 IM2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모범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NEW OPIc (기본편) 중급

김용직, 추현호 지음│사륙배판│452쪽│19,8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NEW OPIc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한 기본서+실전서로 
오픽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Novice High부터 
Intermediate High 등급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220여 개
의 실전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바뀐 NEW OPIc 대
비 동영상을 통해 OPIc 최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TOEIC SPEAKING

토익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 10회 중급

애슐리 지음│사륙배판│252쪽│12,9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실제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출제 포인트를 살린 10회분 문제를 통해 새
로운 유형이 추가된 후 혼란스러웠던 수험생들의 고민도 말끔히 해결
해 준다. 저자의 노하우와 핵심 전략을 담은 <토스 비법 전략>을 넥서스
북(www.nexusbook.com)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실
전 환경과 똑같은 온라인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

토익 스피킹 2주 만에 끝내기 초・중급

플랜티 어학연구소 지음│사륙배판│472쪽│22,0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각 파트별 문제 접근 전략을 목표 레벨에 맞춰 레벨 6, 레벨 7, 핵심 문장 
표현집 3가지로 구성했다. 레벨별 전략과 템플릿을 최종 정리하면서 실
전과 동일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Practice Test 및 Actual Test를 수록했
으며 학원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실제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생
생한 저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온라인 모의고사

토익 스피킹 한 번에 끝내기 초・중급

플랜티 어학연구소 지음│사륙배판│344쪽│18,000원│초판1쇄 2013년 6월 출간

18일 만에 토익 스피킹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토익 스피킹 종합서이다. 실제 강의실에서 들려주
는 생생한 동영상 수업과 파트별 유형 접근 전략, 파트별 전략 연습 
Practice Test 9회분과 최신 기출 변형 Actual Test 10회분을 수록했
으며 실제 시험을 가장 잘 구현한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온라인 모의고사

토익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 15회 중・고급

Stella(한숙종) 지음│사륙배판│212쪽│13,500원│초판1쇄 2013년 8월 출간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기출 응용 실전 모의고사 15회분
이다. 토익 스피킹 전문가의 파트별·목표 레벨별 필수 공략법을 실
었으며, 실제 토익 스피킹 LEvEL 6~8 학습자들의 생생한 육성 답변 
MP3 파일을 제공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실전과 가장 유사한 
시험 환경 구현으로 완벽한 최종 점검 온라인 모의 테스트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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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NEW TEPS 기본편 (실전 300+)  시리즈 초・중급

청해  이기헌 지음│사륙배판│400쪽│19,8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문법  장보금・써니 박 지음│사륙배판│280쪽│17,5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독해   정일상・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사륙배판│304쪽│19,000원│ 

  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학원가 베스트셀러로 NEW TEPS 300점대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을 위한 영역별 시리즈다. 텝스의 최신 경향과 전략, Actual Test 5회분
을 수록하였으며, 고득점의 감을 확실하게 잡아 주는 상세한 해설을 제공
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NEW TEPS 실력편 (실전 400+) 시리즈 중급

청해    라보혜・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사륙배판│288쪽│17,000원│초판1쇄 2018년 8월 

출간

문법  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사륙배판│232쪽│15,000원│초판1쇄 2018년 8월 출간

독해    정일상・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사륙배판│328쪽│18,000원│초판1쇄 2018년 8월 

출간

텝스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영역별 핵심 전략을 제공한다.  
1급 도약을 위한 필독서로 서울대 최신 기출을 반영한 Actual Test를 수
록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NEW TEPS 마스터편 (실전 500+) 시리즈 중・고급

청해     라보혜・TEPS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300쪽│18,000원│초판1쇄 2018년 11

월 출간

문법  테스 김 지음│사륙배판│228쪽│15,000원│초판1쇄 2018년 11월 출간

독해   정일상, TEPS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260쪽│17,500원│ 

  초판1쇄 2018년 11월 출간

학원가 베스트셀러로 NEW TEPS 500점대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을 위해 영역별 전략과 고난도 문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영역별, 점
수대별 텝스 교재로 자신의 취약 영역만 집중 공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NEW TEPS(뉴텝스) 실전 모의고사 3회분 중급

김무룡・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210 * 297│40쪽│9,900원│2판1쇄 2018년 5월 출간

서울대텝스관리위원회 NEW TEPS 경향을 완벽 반영한 실전 모의고
사 3회분이 수록되어 있다. 부가자료로 청해 스크립트, 해석/해설, 온라
인/모바일 받아쓰기 테스트, 실전용·복습용·고사장 버전의 3종 MP3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청해)

 

How to NEW OPIc BASIC (등급공략편) 입문・초급

김용직, 추현호 지음│사륙배판│344쪽│17,5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NEW OPIc 초보 탈출을 위한 NH~IL 등급공략서로 초급자에게 꼭 필
요한 문제만 담았다.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초급 실력의 수험생
들이 원하는 등급을 공략할 수 있도록 약 200문제의 실전문제를 제공
하고 있다. 난이도 1~2단계 선택 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NEW OPIc INTERMEDIATE (등급공략편) 중급

김용직, 추현호 지음│사륙배판│384쪽│18,5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IL~IM 등급공략서로 NEW OPIc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급 실력
의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원하는 등급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세분화된 Intermediate Mid 1, 2, 3등급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으
며 난이도가 높은 과거 경험 문제와 Role-Play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함
으로써 IM 3등급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NEW OPIc ADVANCED (등급공략편) 고급

김용직, 추현호 지음│사륙배판│356쪽│17,8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고급 스피킹 능력을 위한 IH~AL 등급공략서로 NEW OPIc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급 실력의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원하는 등급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오픽 교재 최초로 이슈 및 시사 관련 문제
를 항목별로 수록하여 오픽 최고 등급을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쉽게 끝내는 실전 OPIc 중급

Julie Yu 지음│사륙배판│280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현직 강사가 뽑은 최신 경향 문제를 수록했다. OPIc 고득점에 꼭 
필요한 표현과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최적 답안을 수록하였다. 주
제마다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학생
들이 한국말로는 통하지만, 영어로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 정확
한 표현을 알고 본인의 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MP3 무료 다운로드

Oral    -    Profi ciency    -    Interview    -    computer

현직 강사가 뽑은 최신 경향 문제 수록 

OPIc 고득점에 꼭 필요한 표현 수록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최적 답안 수록 

최종 점검을 위한 단순한 구조

www.nexusbook.com
MP3 무료 다운로드

Julie Yu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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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제 문제집/ 해설집 VOL. 2 중급

문제집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352쪽│19,5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해설집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80쪽│25,000원 

 │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서울대 최신기출 두 번째 책으로 최신기출 1,200 문항을 독점 수록하였
다. 정기 TEPS 고사장에서 청해 시험 시간에 그대로 사용했던 MP3 음
원을 수록하여 생생한 실제 청해 시험을 체험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제 문제집/ 해설집 VOL. 1 중급

문제집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352쪽│19,5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해설집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80쪽│25,000원│ 

  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서울대 텝스 공식 기출 1,200 문항을 독점 수록하였다. 실제 TEPS 시험
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구성했으며 정기 TEPS 고사장에서 청해 시험 시
간에 그대로 사용했던 MP3 음원을 수록하여  생생한 실제 청해 시험을 
체험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스피킹・라이팅 중급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문제 제공・유경하 해설│사륙배판│340쪽│28,000원

(CD-ROM + MP3 CD 포함)│초판1쇄 2012년 5월 출간 

TEPS Speaking & Writing 대표 기출문제에 평가 매뉴얼 기준에 
맞는 만점 답변과 함께 현실적으로 도전 가능한 보너스 답변을 덧
붙였다. 스피킹 강화를 위한 답변 음성 파일을 제공하고 실제 고
사장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CD-ROM에 고스란히 담
았다.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i-TEPS 중급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문제 제공・넥서스 TEPS연구소 해설│사륙배판│296쪽│

19,8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컴퓨터 고사장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한 문제집과, 스피킹·
라이팅 평가 매뉴얼 기준에 맞는 만점 답변을 덧붙였다. 스피킹 강화를 위
해 답변 음원도 별도로 수록했다. 

뉴텝스(NEW TEPS) 실전 모의고사 실전 6회분  중급

김무룡・TEPS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388쪽│17,500원│초판1쇄 2019년 1월 출간 

정기 텝스 시험의 출제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한 6회분 모의고사이다. 해설
집을 따로 살 필요 없이 한 권에 <문제+스크립트+정답+해설>을 수록하
였으며, 실제 텝스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꼼꼼한 문법 해설과 정기 텝스 시
험 성우들의 목소리를 담은 2가지 버전의 MP3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서울대 최신기출 NEW TEPS VOCA 초・중급

넥서스 TEPS연구소・문덕 지음│신국판│536쪽│15,000원│2판1쇄 2018년 6월 출간 

뉴텝스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텝스 전 영역에서 1,200개 표제어와 예
문을 선별하였다. 각 표제어의 예문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
서 주관하는 텝스 정기 시험의 출제 문장을 변형하여 실전에 완벽히 대
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0일 어휘 완성이 끝나면 뉴텝스 어휘 시험
을 대비해서 시험 직전 Actual Test로 어휘력을 최종 점검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제 2017 문제집 3 중급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352쪽│19,5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7년 1월 출간

서울대 최신기출 1200제 시리즈 중 가장 최근 공개된 공식 기출 1,200 
문항을 독점 수록하였다. 실제 TEPS 시험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구성했
으며 TEPS 출제 경향 및 고득점 대비 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출제 
비밀 노트를 수록하였다.   MP3 유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제 2017 해설집 3 중급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80쪽│25,000원│초판1쇄 2017년 1월 출간

가장 최근 공개된 공식 기출 1,200 문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
였다. 실제 텝스 문제 풀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꼼꼼한 해설을 통해 완
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 도서에 수
록된 모든 어휘 및 테스트지를 제공한다.   MP3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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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공식기출 1000 Listening/ Grammar/ Reading 중급

Listening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32쪽│19,000원│ 

  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Grammar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188쪽│12,000원│ 

  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해설집 별매(홈페이지)

Reading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지음│사륙배판│376쪽│16,000원│ 

  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서울대 TEPS 영역별 공식 실전서로 현존 최다 TEPS 영역별 기출 문제
를 수록하였다. 기출 데이터 중 대표 빈출 유형으로만 재구성하였으며 
텝스 기출문제 테스트 포맷과 일치하는 모의고사를 수록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000 중급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문제 제공・양준희 해설│사륙배판│628쪽│28,000원(CD  

2장・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한 가장 최신 기출문제와 시험 응용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Model Test, 텝스 4영역 13개 파트 문제 풀이 전략을 수록했다. 
청해 빈출 표현과 기출문제 어휘 목록을 별책부록으로 구성하고 음원도 
제공한다.   MP3 유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 / SEASON 2~3 문제집 중급

각 권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문제 제공│사륙배판│352쪽│19,500원(CD 1장・해설

집 별매)│초판1쇄 2011년 3월 / 2012년 2월 / 2013년 3월 출간

TEPS 대표 기출문제 1,200문항을 집대성해서 시험 고사장 환경을 100% 
구현한 문제집과 고사장에서 듣던 MP3 청해 음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
성했다.    MP3 유료 다운로드

서울대 텝스 관리위원회 최신기출 1200 / SEASON 2~3 해설집 중급

각 권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문제 제공・넥서스 TEPS연구소 해설│사륙배판│472쪽│

25,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 2012년 2월 / 2013년 3월 출간

오랫동안 TEPS 교재를 연구・개발해 온 넥서스 TEPS연구소가 문제 풀
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며, 시험 경향 파악을 위한 통합적 TEPS 만점 전략
을 덧붙였다.    MP3 유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넥서스가 선사하는 최강의 TEPS 문제집 시리즈!

TEPS 주관사인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와 넥서스 TEPS연구소, TEPS 전문 강

사들이 참여하여 만든 TEPS 전문 수험서이다. 입문자에서 고득점자에 이르기까지 수

준별로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수험생이 취약한 부분을 영역별 교재로 집중 공략할 수 

있다. 영역별 고득점을 위한 필수 학습 요소와 다수의 문제를 수록, 학습자의 편의와 학

습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  텝스의 절대 기준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1200제 시리즈  

가장 최신 텝스기출문제는 오직 넥서스만 가능합니다!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1200제 시리즈 
문제집/해설집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1200제
 Season 1/2/3 문제집/해설집

독점출간!
서울대 텝스

최신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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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TOEFL VOCABULARY 만점맞기 중급

서영국 지음│사륙배판│384쪽│15,000원│초판1쇄 2004년 3월 출간

TOEFL 기출단어 600개와 동의어 1,500개를 4주 동안 마스터한다.
실전문제 880개로 복습도 가능하며 과목 주제별 빈출 토픽, 필수 
어휘, 유용한 읽기 자료를 통해 TOEFL 독해 및 Lecture 듣기에 필
요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쌓는다.

TOEFL GRAMMAR 만점맞기 중급

김진환 지음│사륙배판│400쪽│15,000원│초판1쇄 2004년 3월 출간

TOEFL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많은 연습문
제들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TOEFL 문법을 기반으로
한 단문 영작을 통해 문법 사항도 복습하고 영작 실력도 기를 수 있다.

TOEFL Writing 만점맞기 중급

민상홍 지음│사륙배판│316쪽│15,000원│초판1쇄 2004년 3월 출간

30분의 승부, 생각만 바꾸면 TOEFL Writing 선수 된다! TOEFL
Writing은 단기간에 정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넘어, TOEFL
Writing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을 집중 훈련함으로써 50일 만에 누구
나 TOEFL Writing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How to TOEFL Writing 중급

김재응 지음│사륙배판│208쪽│11,000원│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

TOEFL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기본부터 실전까지 총망라한 최적의
학습서로 주제별 에세이 구조를 총정리하여 에세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했다.   

IELTS

The IELTS Speaking 초・중급

김영균 지음│사륙배판│440쪽│17,900원(MP3 CD 포함)│ 초판1쇄 2007년 10월 출간

총 15개의 주제를 챕터로 나눠 각 주제별로 IELTS Speaking Test의 각 
파트별(Part 1~3) 실전 예상 문제를 수록하였다. 각 문제별 모범 답안은 
Standard와 Advanced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챕터별
로 실전문제에 앞서 Speaking의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Warm-
up 단계를 마련해 두었다.   MP3 유료 다운로드

The IELTS Writing Academic Module 초・중급

김영균 지음│사륙배판│388쪽│16,5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Writing Test에 나오는 각 Task별 문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
여 유형에 대한 소개와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에 대한 
Practice에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두어 단계별로 차근차근 에세이를 
작성해 볼 수 있으며 Practice에 앞서 각 유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집
중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본 실력 향상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모범 답안은 
Type A와 B의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The IELTS Reading Academic Module 초・중급

김영균 지음│사륙배판│220쪽│15,000원│초판1쇄 2008년 10월 출간 

Reading Test의 문제 유형을 총 6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 소개와 
대비 전략을 제시한다. 각 유형별 예제에서는 문제풀이 5단계 과정을 통
해 체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Practice에서는 실전보다 짧은 지
문을 이용하여 학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전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IELTS Reading Test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독해 스
킬에 대한 학습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The IELTS Listening 초・중급

김영균 지음│사륙배판│212쪽│16,500원(MP3 CD 포함)│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Listening Test에 출제되는 빈출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이
를 다시 각 Section별로 분류하였다. IELTS Listening 최신 경향을 반
영한 Actual Test 5회분을 실어 실전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풀어봄
으로써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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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TOEFL VOCABULARY 중급

Keith Kyung 지음│사륙배판 변형│400쪽│15,000원│2판1쇄 2014년 5월 출간

2천여 개의 표제어, 영영 풀이, 동의어, 반의어를 통한 어휘 확장 학습을 
할 수 있다. TOEFL, SAT, 칼럼, 기사에서 발췌한 다양한 학술 및 실용 예
문을 학습할 수 있으며 표제어로 싣지 못한 추가 단어와 숙어를 공부할 
수 있는 voca Plus를 추가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TOEFL iBT 실전모의고사 1 중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232쪽│15,000원(CD 1장 포함)│2판1쇄 2009년 

9월 출간

실전 iBT 토플에 맞춘 최적의 난이도와 유사한 포맷으로 구성된 다양한 
테마의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실력을 체크
해 보고 향상시킬 수 있다. 상세한 해설집을 이용하여 실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P3 유료 다운로드

HOW TO TOEFL iBT 120 시리즈 중・고 급

Listening 허다인 지음｜사륙배판｜402쪽｜21,000원(MP3CD 포함)｜2판1쇄 2011년 6월 출간

Reading 위정아·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328쪽｜21,500원｜초판1쇄 2012

년 8월 출간

Speaking 찰스 정 지음｜사륙배판｜252쪽｜17,500원(MP3CD 포함)｜2판1쇄 2011년 6월 출간

Writing 권경명 지음｜사륙배판｜228쪽｜15,500원(MP3CD 포함)｜2판1쇄 2011년 6월 출간

Vocabulary(어원편) 최영은 지음｜사륙배판｜392쪽｜15,000원｜2판1쇄 2011년 6월 출간

Vocabulary(심화편) 최영은 지음｜사륙배판｜416쪽｜16,000원｜2판1쇄 2011년 6월 출간

iBT 토플 실전 대비를 위한 고난이도 수험서 시리즈! iBT 토플의 최신
경향을 철저히 분석·반영하여 다양한 고난이도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문제 유형과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였다. 

HOW TO TOEFL iBT ACTUAL TEST READING 1 중급

위정아・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328쪽│19,5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ETS TOEFL READING 최신 경향을 완벽 분석한 후 최빈출 토픽만으로 
지문을 개발했다. 기출 문제 단순 복원이 아닌 참신한 출제 예상 문제로 구
성했고, TOEFL iBT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질문 유형을 소개했다.

MP3 무료 다운로드(Vocabulary 어원편, 심화편)MP3 유료 다운로드(Listening, Speaking, Writing)

NExUS TOEFL iBT READING
(Starter, Level 1・2・3)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변형│

Starter   172쪽│13,5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Level 1  204쪽│13,8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Level 2  272쪽│14,000원│초판1쇄 2006년 2월 출간

Level 3  268쪽│15,000원│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iBT토플을 완벽 대비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용 토플 교재이다. 독
해 영역에서 다루는 질문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로 리딩 스
킬을 향상시킬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NExUS TOEFL iBT LISTENING
(Starter, Level 1・2・3)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변형│카세트테이프 별매

Starter   144쪽│13,0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Level 1  216쪽│13,800원│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Level 2  188쪽│13,500원│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Level 3  216쪽│13,800원│초판1쇄 2006년 2월 출간

iBT 토플의 긴 청취 지문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 듣기 영역에서 나
오는 질문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리스닝 스킬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
을 준다.   MP3 유료 다운로드

NExUS TOEFL iBT SPEAKING
(Starter, Level 1・2)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변형

Starter   248쪽│13,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5월 출간

Level 1  236쪽│15,000원(CD 2장 포함)│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Level 2  184쪽│15,000원(CD 2장 포함)│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말하기 영역에 새롭게 추가된 문제 유형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여, 이
를 공략하는 핵심 스킬을 훈련할 수 있다. Study Flow를 통해 문제 유
형과 본 교재에서 훈련하게 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NExUS TOEFL iBT WRITING
(Starter, Level 1・2)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변형

Starter  172쪽│13,8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Level 1~2  216쪽│14,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정보 수집 → 구상 → 작문 → 퇴고의 체계적인 글쓰기 과정을 익힐 수 있
다. 또한, Note-taking, Summarizing, Paraphrasing 등의 글쓰기 기
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훌륭한 구조의 에세이를 
파악하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MP3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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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Wing Wing Phonics 1・2・3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80쪽 / 112쪽/ 112쪽│각 권 11,000원(워크북, 오디오 

CD 포함)│초판1쇄 2008년 4월 출간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을 위한 알파벳과 음가 교재로 1권에서는 알
파벳, 2권에서는 자음과 모음, 3권에서는 장모음과 이중 모음을 체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각 권의 단계에 맞는 Activity를 통해 소리와 
문자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본책은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활동, 워크
북은 쓰기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작을 통해 배우는 기초 영문법 OK Grammar 1・2・3・4

윤석철 지음│국배판│192쪽 / 192쪽 / 228쪽 / 192쪽│각 권 12,000원│2판1쇄 2013년 11

월 출간

문법의 기초를 빠르고 쉽게 다지려는 초급자 대상의 문법 교재로 20년 
이상의 풍부한 현장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집필되었다. 핵심 문법 포인트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체계적으로 
기본 문법을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단계별 TEST와 서술형 완성 문제로 
작문의 기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재 영어
초·중·고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BT 토플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초등학생, 특목고 및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고등학생 및 유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최적의 교재입니다.

■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단계별 전략

  NExUS iBT TOEFL 시리즈

iBT 토플 완벽 대비

전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

넥서스 토플로 토플이 쉬워진다!

NExUS iBT TOEFL 시리즈  

NExUS iBT TOEFL Reading Starter, Level 1, 2, 3

NExUS iBT TOEFL Listening Starter, Level 1, 2, 3

NExUS iBT TOEFL Speaking Starter, Level 1, 2

NExUS iBT TOEFL Writing Starter, Level 1, 2

NExUS iBT TOEFL    실전모의고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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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alk Talk 시리즈는 주니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표현 능력 강화 프로그램으

로, 다양한 듣기/읽기/말하기/쓰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개발되었다. 기본 회

화, 스토리텔링, 토의, 토론과 발표로 확장되는 교재 수업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강

화시켜 준다. 또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워크

북도 포함되어 있다.

English Talk Talk (Student Book) 시리즈

초·중등 교육 과정을 보완·강화한 

과업(task) 중심의 코스북

English Talk Talk Student Book 시리즈(총 24권 / 각 권 12,500원)  

English Talk Talk│Level 1│Book 1, 2, 3, 4

English Talk Talk│Level 2│Book 1, 2, 3, 4

English Talk Talk│Level 3│Book 1, 2, 3, 4

English Talk Talk│Level 4│Book 1, 2, 3, 4

English Talk Talk│Level 5│Book 1, 2, 3, 4

English Talk Talk│Level 6│Book 1, 2, 3, 4

교육부 지정 초등필수 영단어 1-2/3-4/5-6학년용

초등교재개발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본책 128쪽, 워크북 64쪽│각 권 11,000원│

초판1쇄 2016년 7월 출간 

초등학교 권장 어휘 798개를 포함한 총 900개의 어휘를 엄선하여 일상 
생활, 학교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토픽별 단어로 구성하였다. 이미
지 연상법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고 패턴 연습과 게임 활동으로 재미있
게 공부할 수 있다. 단어고르기와 빈칸 채우기로 한 번 더 복습하고, 워

크북으로 꼼꼼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   정답 및 MP3 무료 다운로드

How Fun Writing (총 4권)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국배판 변형│104쪽│각 권 8,500원(워크북, 패턴북 포함)

Pattern 1·2  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 Situation 1·2  초판1쇄 2008년 1월 출간

초등학생을 위한 영작 교재. 일기를 통해 기본적인 문법과 패턴, 다양한 
상황 표현을 익힐 수 있다. 흥미로운 만화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패턴북(미니북)을 제공해 들고 다니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Smart Writing 1・2

전종삼·스티브 브라운·조금배 지음│국배판│128쪽│각 권 13,000원(워크북 포함)│

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어휘부터 문법까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영작문 교재이다. 단계별 
Writing Process를 통해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다. 별도로 제
공되는 워크북에서는 본문을 토대로 스스로 영작을 할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종류의 글을 제공하여 영어식 사고력과 분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등필수 영문법 + 쓰기 1・2

Book 1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200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8월 출간

Book 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180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8월 출간

교육부 권장 초등 어휘를 사용한 영문법 + 쓰기 교재이다. 기초 핵심 문법
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선택형 → 단답형 → 배열형 → 서술형 순서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문법과 작문 실력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다.  
‘창의력 향상’ 워크북이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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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preparation for Listening(개정판) 1・2・3・4  초・중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홍미란 지음│국배판 변형│각 권 132쪽│12,000원

Level 1·2·3·4 2판1쇄 2014년 1월 출간

Paraphrasing, Summary, Narrative, Dialogue 등 다양한 표현 방식
을 사용하여 언어 감각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언어 기능과 
관련된 테마 및 다양한 토픽을 다루고 있어 현장감 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다. 음성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듣기 응용력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단계적,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The best preparation for Writing 1・2 초・중급

Level 1  홍미란 지음│국배판 변형│120쪽│9,5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Level 2  홍미란 지음│국배판 변형│136쪽│9,500원│초판1쇄 2006년 7월 출간

영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문법 학습 및 읽기, 쓰
기, 말하기 연습이 모두 가능한 영작 교재이다. 영어 문장의 기본 원리
를 익히고 그것을 활용해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도록 훈련함으로써 향
후 TOEIC이나 TOEFL 등 Academic Writing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
초를 다질 수 있다.

The best preparation for VOCABULARY 1~7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Level 1~2 각 권 140쪽 내외│7,000원│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Level 3 136쪽│7,000원│초판1쇄 2008년 1월 출간

Level 4~5 각 권 140쪽│7,000원│초판1쇄 2008년 3월 출간

Level 6~7 각 권 192쪽│8,500원│초판1쇄 2008년 4월 출간

중·고등 필수 어휘 정복을 위한 단계별 어휘 교재이다. 총 4,000여 개의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하였으며, Exercise와 Review Test를 통해 암기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The VOCA + (플러스) 1~7 초・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사륙배판

Level 1~5 각 권 132쪽│7,0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Level 6~7 각 권 192쪽│8,5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예비중부터 특목고 및 수능 대비까지 7단계로 구성된 어휘 학습 교재이
다. 학년별로 꼭 알아야 하는 교육부 권장 표제어를 선별하여 수록하였
고, 핵심 파생어 및 유의어/반의어/참고 어휘가 제공된다. 어휘 3종 테스
트를 통해 학습한 어휘를 복습하고, 교재 학습 후 온라인 vOCA TEST로 
추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일기 영작패턴 (총 4권) 

하명옥 지음│사륙배판 변형│초판1쇄 2007년 8월 출간

1-A  176쪽│8,000원   1-B  160쪽│7,800원   2-A  212쪽│8,500원   2-B  248쪽│9,000원

『영어일기 영작패턴』을 단계별로 나누어 수준별 영작 학습이 가능하도
록 구성한 교재이다. 영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 사항을 패턴별로 
정리한 후, 각 패턴에 해당하는 영작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궁
극적으로 영어일기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영작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중등

Grammar Bridge 1・2・3 (개정판) 중급

김경태·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12,000원│2판1쇄 2017년 2월 출간

Level 1  236쪽   Level 2  228쪽   Level 3  260쪽

절대평가 1등급을 위한 기초 문법 대비서이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법
을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교재.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설명으로 문법 지식
을 쉽게 익힐 수 있다. 단답형, 서술형 문제에 대해 완벽 대비할 수 있다.       

원서 술술 읽는 Smart Reading Basic 1・2 초・중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12쪽│각 권 9,000원│

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영문 독해의 기본 훈련을 위한 최적의 원서형 교재이다. 영자 신문의 기
사들을 통해 살아 있는 영어 표현을 습득하고 내신 및 수능에 적합한 다
양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휘 테스트, 문장 배열, 받아쓰기 등 5종 부
가자료를 제공하여 독해 학습을 강화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원서 술술 읽는 Smart Reading 1・2 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42쪽│각 권 11,000원│

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각 Unit별로 2개의 지문씩 32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롭고 유
익한 주제 선별을 통해 배경 지식의 확장과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
고 모든 지문이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글을 읽는 즐거움과 논리적 사
고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 각 Unit별 테스트를 통해 앞에서 배운 어휘, 문
법, 주요 표현을 복습하고, Summary에서는 지문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
을 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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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GRAMMAR Starter
• 영어의 첫걸음을 위한 기초 영문법 포인트

•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해하기 쉬운 문법 설명

• 단어 → 구 → 문장 쓰기 훈련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Grammar 충전하기

THIS IS GRAMMAR 
• 판에 박힌 형식적인 표현보다 원어민이 실제 일상 생활에서 바로 쓰는 생활 영문법

• 문어체뿐만 아니라 구어체 문법을 강조한 회화, 독해, 영작을 위한 실용 영문법

• 현지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영문법 대신 시대의 흐름에 맞춘 현대 영문법  

■ THIS IS GRAMMAR 시리즈

500만 부  돌파 기록 최신 개정판!

THIS IS GRAMMAR Starter 시리즈 

Starter 1  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40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Starter 2  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44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Starter 3  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44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THIS IS GRAMMAR 시리즈 최신개정판  

초급 1・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60쪽 / 216쪽│각 권 12,000원│2판1쇄 2015년 5월 출간

중급 1・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336쪽 / 312쪽│각 권 12,000원│2판1쇄 2015년 5월 출간

고급 1・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96쪽 / 212쪽│각 권 12,000원│2판1쇄 2015년 5월 출간 

2판1쇄 2018년 4월 출간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의 교재 ★

강남인강
강의교재

도전! 만점 중학 영어듣기 모의고사  1・2・3 초・중급

안천구 지음│사륙배판│280쪽│각 권 9,900원

Level 1・2 초판1쇄 2005년 9월 출간  Level 3 초판1쇄 2005년 11월 출간

중학교 영어 교과서 및 15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능력평가 
기출문제를 완전 분석하여 기출 유형이 100% 반영된 모의고사 18회분
과 실전 영어듣기평가 2회분, 총 400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듣기 지문
의 Dictation Test로 듣기에 필요한 중요 단어 및 표현을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리스닝 본능 1・2・3・4 초・중・고급

ELA 이상건 외 지음│국배판 변형│MP3 CD 1개 포함, 카세트테이프 별매

Level 1~3  260쪽 내외│13,5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Level 4 176쪽│14,5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영어 듣기 시험을 분석·반영한 듣기 교재로, 중
등 내신, 특목고, 수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진단 테스트로 본인의 실력
을 파악하고 실전모의고사 20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중학 영문법 뽀개기 1・2・3 초・중급

김대영・박수진 지음│국배판 변형│각 권 132~172쪽│각 권 9,000~11,000원│초판1쇄 2008년 

6~9월 출간

필수 영문법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문법 교재. 중등 교과과정
을 완전 분석하여 내신에 필요한 문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다양한 실전
문제를 통해 고등 영문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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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VOCABULARY시리즈

어휘 정복의 지름길!

THIS IS VOCABULARY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입문  넥서스 영어교육연구소 지음│신국판│224쪽│10,0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초급  권기하 지음│신국판│352쪽│10,000원│2판1쇄 2018년 3월 출간  

중급  권기하 지음│신국판│372쪽│11,000원│2판1쇄 2018년 3월 출간  

고급  권기하 지음│사륙배판 변형│444쪽│12,000원│2판1쇄 2018년 3월 출간

어원  권기하 지음│사륙배판 변형│344쪽│12,000원│2판1쇄 2018년 3월 출간

수능완성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신국판│280쪽│12,0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뉴텝스  넥서스 TEPS연구소 지음│신국판│452쪽│13,800원│2판1쇄 2018년 5월 출간

• 교육부 권장 필수 어휘를 단계별로 학습

• 주제별 어휘와 사진을 통한 연상학습으로 효과적 암기

• 연어와 파생어 및 예문, 다양한 어휘 활동을 통한 어휘력 확장

• 주요 접사와 어원을 소개하여 영어 단어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모바일 보카 테스트 및 기타 다양한 부가자료 제공

THIS IS 시리즈

500만 부 
돌파!

■ THIS IS READING시리즈

중등 독해의 확실한 해결책!

THIS IS READING Starter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Starter 1  김태연 지음│국배판 변형│156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2월 출간  

Starter 2  김태연 지음│국배판 변형│156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2월 출간  

Starter 3  김태연 지음│국배판 변형│156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2월 출간

THIS IS READING 시리즈 전면 개정판 MP3 무료 다운로드  

1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88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92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3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92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4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92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의 교재 ★

강남인강
강의교재

THIS IS READING Starter
• Guess What? 코너를 통해 창의성 개발과 함께 배경지식 확장

• 독해탄탄 vOCA Check 1, 2 코너를 통해 독해 기초 탄탄 훈련

• 어휘를 쉽게 암기하고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이미지 연상 학습 

THIS IS READING
• 흥미롭고 다양한 지문 및 객관식, 서술형 대비 문항 수록

• 핵심 문법 포인트 정리 및 직독직해 연습

•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는 전체 지문 MP3 QR 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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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과서를 반영한 문법·독해·영어듣기 실력 향상 학습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영어식 사고의 흐름을 파악

엄선된 지문과 문제, 풍부한 어휘, 다양한 배경지식 등을 통해 중등 내신 완벽 대비

수업 시수에 맞춘 내용과 편집으로 편리하게 수업할 수 있으며, 수준별 수업 가능

■  중등 내신 완벽 대비서

   공감 시리즈 

최신 교과서 학습 내용을 반영한 

공부감각 시리즈 !

공감 시리즈  

Grammar 공감 1・2・3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60쪽 내외│12,000원│초판1쇄 2014년 4월 출간

Grammar 공감 1・2・3  (연구용)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60쪽 내외│12,000원│초판1쇄 2016년 12월 출간  

Reading 공감 1・2・3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12쪽│10,0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Listening 공감 1・2・3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60쪽 내외│12,000원│초판1쇄 2014년 8월 출간

■  내신 만점 프로젝트

   101 시리즈 

중학 기초 영어

한 방에 끝낸다!

101 시리즈  

Grammar 101 1・2・3   
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80쪽 내외│12,0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Reading 101 1・2・3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44쪽 내외│12,000원│초판1쇄 2018년 10월 출간 

GRAMMAR 101
• 내신에 자주 등장하는 풍부한 단답형 + 서술형 문제 수록, 증등 필수 어휘 영영풀이 제공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풀이 워크북 제공
• 실전 시험 문제로 최종 점검하는 Chapter Review 테스트지 제공
• 어휘, 통문장 영작 / 해석 테스트지 등 다양한 리뷰 자료 제공 

READING 101
•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문
• 실력향상은 물론 각종 실전 대비를 위한 독해유형별 문제풀이
•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영작문을 점검하는 Review Test
• 워크북을 통한 어휘 강화 훈련 및 지문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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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by-Step 중등 내신 핵심 영문법+쓰기

• 스스로 훈련하는 통문장 암기 훈련 워크북 제공

• 테스트 도우미를 통한 어휘 리스트, 테스트 제공

•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 챕터별 추가 리뷰 테스트 제공

■  영문법 기초부터 서술형 완벽 대비까지

  도전 만점 중등 내신 서술형  

필요한 문법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문 중심으로 이해하는 영문법

도전 만점 중등 내신 서술형

Level 1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228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Level 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212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Level 3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260│12,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Level 4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232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 불필요한 설명을 배제하고 핵심 문법을 예문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

• 다양한 학습 장치와 단계별 내용 확인 장치를 통해 효과적인 문법 학습을 유도

• 내신 대비 및 서술형 평가 대비를 위한 충분한 분량의 문제가 수록된 워크북 제공 

■  문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 Grammar 시리즈  

필요한 문법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문 중심으로 이해하는 영문법

The Grammar (with Workbook) 시리즈

Starter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84쪽│13,000원│2판1쇄 2014년 10월 출간   

Level 1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348쪽│13,000원│2판1쇄 2014년 10월 출간    

Level 2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340쪽│13,000원│2판1쇄 2014년 10월 출간   

Level 3  권기하 지음│국배판 변형│224쪽│13,000원│판1쇄 2017년 8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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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내신 및 수능 필수 영문법 제공

• 필수 문법 포인트를 한눈에 캡처하기 쉽게 시각화

• 내신 서술형 및 수능 어법 문제로 「내신 + 수능」을 한번에!

• 최신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통한 내신 + 수능 완벽 대비

• 기본기를 다지는 서술형 대비 워크북 제공

■  한눈에 정리되는 이미지 영문법

  그래머 캡처  

이미지로 캡처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라!

그래머 캡처

Book 1 (부정사・동명사・분사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20쪽│9000원│초판1쇄 

2018년 2월 출간    

Book 2 (접속사・관계사・기타 구문편)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20쪽│9,000원│초판1쇄 

2018년 2월 출간   

• 예비고 ~ 고2를 위한 기초 구문독해 대비서

• 독해 핵심 어휘를 미리 정리하는 voca Check

• 전국 모의고사 기출 문장을 토대로 한 핵심 구문 정리

• 바로바로 정답이 보이는 직독직해 훈련

• 한눈에 파악되는 문장구조 분석을 통한 상세한 해설

■  구문독해로 4주 안에 1등급 만드는 생존 필살기

  구사일생(구문독해 Basic) 

구문을 알면 독해가 저절로!

구사일생 (구문독해 Basic)

Book 1  김상근,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16쪽│14,0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Book 2  김상근,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232쪽│14,0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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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구문독해 204 1・2 중・고급

1  김상근 지음│국배판│320쪽│15,000원│2판1쇄 2014년 1월 출간 

2  김상근 지음│국배판│340쪽│15,000원│2판1쇄 2014년 1월 출간 

14년간의 시험 기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구문 
204개를 엄선하여 문법 사항별로 정리했다. 어휘부터 문법까지 알아보
기 쉽게 도식화한 구문풀이 설명을 더해 직독직해 완전 정복의 길을 제시
한다. 또한, 단문 어법, 장문 독해, 심화 어법 문제 등 20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실전 독해 감각까지 기를 수 있다.

만점 적중 수능 듣기 모의고사 20・35회 중・고급

20회    소원석, 김문철, 황선용, 강형만, 전길수, 육상태, 장정근, 최은영 지음│국배판 변형│

128쪽│13,0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35회    소원석, 김문철, 황선용, 강형만, 전길수, 육상태, 장정근, 최은영 지음│국배판 변형│

340쪽│17,0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평가원 출제 방침에 맞춰 최신 수능 듣기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철저
히 반영하였고 각 회에 삽입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MP3
를 듣고 학습 가능하다. DICTATION을 통해 핵심 어휘와 주요 표현을 
따라 말하는 Shadowing 학습이 가능하고, 정확한 해석과 상세한 해설
을 제시하여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이미지로 한눈에 정리되는 GRAMMAR.ZIP 1・2 초・중급 

1권  유택상 지음│사륙배판│384쪽│12,000원│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2권  유택상 지음│사륙배판│388쪽│12,000원│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문법을 이미지화, 단순화, 도식화시켜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수능까지
의 중요 문법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다량의 문제를 
통해 어법 개념을 확립하였고, 수능형 실전문제를 수록하여 수능 실전에
도 완벽하게 대비하였다. 누구나 갖고 싶은 영문법 대사전 『GRAMMAR. 
ZIP』은 기초부터 충실한 제대로 된 문법서이다. 

• 예비고~고3 대상의 [내신 + 수능] 완벽 대비 단기 특강 교재

• 필수 어법 및 독해 포인트의 도식화를 통한 빠른 이해

• 기출 지문에서 추출한 예문을 통해 핵심 포인트 완전학습

• Step-by-Step 학습 포인트를 통한 체계적 설명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의 교재 (구문독해, 독해유형) 

■  1등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

  특단 시리즈 

내신 ⊕ 수능 특급 단기 특강  

특단 시리즈

어법・어휘 모의고사  김상근 지음│국배판│112쪽│10,0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구문독해  김상근 지음│국배판│108쪽│10,000원│초판1쇄 2018년 8월 출간     

독해유형  정성윤 지음│국배판│144쪽│10,000원│초판1쇄 2018년 9월 출간     

강남인강
강의교재



일
반

 영
어

  N
E

X
U

S
 E

N
G

LIS
H

 P
R

O
G

R
A

M

 47

교
재

 영
어

  N
E

X
U

S
 E

N
G

LIS
H

 P
R

O
G

R
A

M

 46

유아, 초등영어 단행본

엄마표 영어 100일의 기적

김성희(세라샘), 고선영(도치해피맘) 지음│국판 │296쪽│15,000원(MP3, 동영상 강의 포

함)｜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도치맘카페 30만 회원이 함께하는 엄마표 영어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나
다. 100일 동안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기초 영어회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엄마와 아이의 영어 대화문과 함께 ‘1일 1권 영어동화책 
읽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100권의 영어동화책을 소개한다. MP3 파일과 
저자 동영상강의, 영어동화책 동영상 등 6가지 부가자료를 무료로 제공

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맘스 잉글리시 표현사전

최혜림, 김우선, 이은별 지음│사륙배판 변형 │504쪽│21,000원(4가지 학습자료 포함)｜초

판1쇄 2015년 1월 출간

육아 현장에서 매일 쓰는 바로 그 말을 영어로 해보자. 1,000명 이상의 
엄마들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만든 책이다. 엄마들이 자주 쓰는 생활영어 
표현 5,000문장을 담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찾아 쓰기 쉽게 360여 상황
으로 자세하게 분류하였다. 스터디 자료 등 4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

공한다.     MP3 유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ABC 알파벳 쓰기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국배판｜올컬러│80쪽│6,5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영어를 놀이로 접근하여 알파벳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알파벳
을 획순에 따라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한다. 선 긋기, 퍼즐 색칠하기, 숨은 알
파벳 찾기 등의 놀이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알파벳을 공부할 수 있다.

내 아이 영어교육 이렇게 하면 끝!  

오화진, 김성윤 지음｜국판｜172쪽｜12,5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대한민국 부모들의 최대 걱정거리인 영어교육에 대한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유초등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총 18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연령
별 영어교육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는 
영어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교육 관리 앱인 ‘멀리맘’
을 무료로 제공하여 영어책 독서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능 1등급을 만드는 워드 엑스퍼트 WORD ExPERT 중・고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신국판｜504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수능과 EBS 교재에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어휘를 총망라하
여 수능 필수어휘 30일, 심화어휘 20일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다의어, 혼
동 어휘, 어근·접두어·접미어별 어휘, 숙어를 함께 익힐 수 있으며, MP3
와 이미지를 통한 감각적 학습이 가능하다.    MP3 무료 다운로드

유소영・이승구 지음│사륙배판│136쪽│10,000원│초판1쇄 2009년 1월 출간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백서 

김상근,정동완,정성윤,하종형 지음│신국판 변형│296쪽│16,900원│

2판1쇄 2017년 4월 출간 

EBS와 강남구청 수능 대표강사들이 직접 집필한 학생부 종합전형 최신
간이다. 대학에 제대로 통하는 나만의 학생부 관리, 항목별로 확실하게 
점수 받는 자소서 쓰기, 대입 면접 전격 해부 및 계열별 문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한 권으로 끝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필수 매뉴얼 

정동완, 김두용, 장광원, 정유희 지음│사륙배판│208쪽│15,000원│

1판1쇄 2018년 9월 출간 

3시간 만에 누구나 학종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성공 대입 전략서로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요약 반영하였다. 중3~고2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입시 컨설팅 필독서이자 학생부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대입 성공
을 위한 셀프 브랜딩 워크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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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영단어 1-2 / 3-4 / 5-6학년용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각 권 192쪽│각 권 11,000원 │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초등학교 권장 어휘 798개를 포함한 총 900개의 어휘를 엄선하여 일상
생활, 학교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토픽별 단어로 구성한 어휘 책이다. 
그림 보고, 음원 듣고, 단어 읽고, 문장을 쓰면서 초등 영어의 기본기를 다
질 수 있다. 매일 부담 없이 10개의 단어를 30일 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영단어 쓰기  

초등교재개발연구소 지음│국배판 변형│172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꼭 알아야 하는 교육부 지정 어휘 800개가 수록되어 있고, 주제에 꼭 맞
는 그림을 통해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다. 손으로 따라 쓰면서 
단어를 익히고 재미있는 퍼즐로 익힌 단어를 복습할 수 있다. 다운로드 
워크시트를 통해 다시 한 번 따라 쓰기와 추가 문제로 마무리할 수 있다.

워크시트 무료 다운로드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영어회화 쓰기

넥서스 콘텐츠개발팀 지음│국배판 변형│136쪽│10,000원 │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교육부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한 필수 
의사소통 예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회화 표현 120문장을 직접 써 보면서 익힌다.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의 
언어의 4영역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초등영어 100일의 기적  

초등교재개발연구소 지음│사륙배판 변형│136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교육부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표현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필
수 회화 표현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초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회화 표현들을 4단계 학습법을 통해 학습하면 100일 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초등 영어일기 표현사전 (최신개정판)

하명옥 지음｜사륙배판 변형｜416쪽｜18,500원｜초판1쇄 2005년 12월, 3판1쇄 2014년 5

월 출간

영어일기 분야 베스트셀러인 『영어일기 표현사전』의 초등학생용. 영어
일기 관련 검색 1위 사이트인 ‘하명옥의 영어일기’ 운영자인 저자가 사이
트상의 방대한 자료를 초등학생에 맞게 변형·추가하여 책으로 엮었다. 
상황별로 필요한 영어일기표현과 어려운 어구를 함께 정리하여, 쓰고 싶
은 표현을 우리말로 바로 찾아 쓸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초등학생이 쓰고 싶은 말을 다 쓰는 영어일기 영작패턴

하명옥 지음│사륙배판 변형│210쪽│11,000원｜초판1쇄 2006년 9월 출간

영어일기 관련 검색 1위 사이트 ‘하명옥의 영어일기’ 운영자이자, 영어일
기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영어일기 표현사전 시리즈』의 저자가 내놓은
 ‘영어일기를 잘 쓰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아야 할 필수 영작문책’인 『영어
일기 영작패턴 시리즈』의 초등학생용. 영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 
사항을 135개 패턴으로 정리한 후, 각 패턴에 해당하는 영작을 직접 연습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만화로 배우는 초등 영어일기 첫걸음 기초문법 ・기초회화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국배판 변형│156쪽 / 152쪽｜12,000원(단어,표현 암기장 포함)

｜초판1쇄 2007년 11월, 3판1쇄 2018년 2월 출간 / 초판1쇄 2007년 10월, 3판1쇄 2018년 

2월 출간

처음 영어일기를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들을 위한 시리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영어일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었다. 이 책은 어린이들
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만화와 함께 다루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일기를 쓸 수 있다. 

재미있는 4차원 캐릭터 연상 영어 학습 만화 

도루도루 VOCA 시리즈 (전 6권)

Extra Standard・유재웅 글・그림│사륙배판│각 권 180~192쪽│각 권 9,800원｜초판 

1쇄 2008년 7~9월, 2판1쇄 2009년 12월 출간

캐릭터를 이용한 영단어 학습으로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영단어
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만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영단어 학습은 영어의 기본기를 마련해 주고, 이를 온라인과 연계해 반복
함으로써 영단어를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익숙해진 영단어를 퀴즈
와 응용표현으로 심화하고 온라인으로 복습할 수 있어 단순한 암기가 아

닌 체계적인 반복학습을 하게 된다.  APP 유료 다운로드  



일
반

 영
어

  N
E

X
U

S
 E

N
G

LIS
H

 P
R

O
G

R
A

M

일
반

 영
어

  N
E

X
U

S
 E

N
G

LIS
H

 P
R

O
G

R
A

M

 50  51

■ 자기주도 어린이 영어 학습

  초등 영어 스타트

초등 3학년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영어!

NExUS Hunter Series  MP3 무료 다운로드

초등 스피킹 스타트
이하영 지음│사륙배판│200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9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초등 리스닝 스타트
이하영 지음 | 사륙배판 | 200쪽 | 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6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초등 영작문 스타트
하명옥 지음│사륙배판│236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8월, 3판1쇄 2016년 4월 출간

초등 보카 스타트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208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초등 영문법 스타트
황혜진 지음 | 사륙배판 | 208쪽 | 13,000(ACTIVITY 부록 포함)｜초판1쇄 2010년 5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초등 리딩 스타트
김정한・다니엘 윤 지음│사륙배판│200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4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이보영 선생님의 하루 10분 초등영어  MP3 무료 다운로드

기초단어・필수단어 이보영 강의・지음│국배판 변형│116쪽│각 권 11,500원(MP3 CD 1장 포함)

기초문법・필수문법 이보영 강의・지음│국배판 변형│108쪽│각 권 11,500원(MP3 CD 1장 포함)

기초회화・필수회화 이보영 강의・지음│국배판 변형│108쪽│각 권 11,500원(MP3 CD 1장 포함)

■ 기초 영어를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 10분 초등영어

이보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영어 탐험

초등학교 기초 과정부터 예비 중학 단계까지를 아우르며, 초등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한

층 재미를 실어 준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이어 이보영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

므로 아이들이 혼자서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날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가 실려 있어 확인 학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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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지배하는 동사의 힘 이미지로 기른다 초・중급

Paul Chris McVayㆍHiroto Oonishi 지음│신국판 변형│436쪽│13,000원│초판1쇄 

2006년 9월, 3판1쇄 2016년 8월 출간

동사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를 쉽게 말하고 쓸 수 있다. 이 책은 동사를 9
개의 핵심 원형 이미지로 구분하여 단어의 의미를 삽화와 연결해 보여준
다. 자주 쓰는 기본 동사 64개와 여러 상황에 두루 쓰이는 실용 동사 400
여 개를 통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익히고 영어다운 영어, 살아 있는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특허받은 영단어 암기비법 초・중급

이강석 지음│신국판│460쪽│15,000원｜초판1쇄 2007년 1월, 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영어학습법서 베스트셀러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의 저자 이강석 선생
이 대한민국 어휘 학습 패러다임을 바꾼다. 단어 속에 숨은 단어 찾기, 단
어의 확장, 자음 변환 등 저자 특유의 학습 tool에 논리력과 상상력, 연상
법 등을 더하여 외우려 하지 않아도, 오히려 잊어버리기가 더 어려운 어
휘 학습법을 선보인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특허받은 영단어 학습법 중급

이강석 지음│국판│448쪽│16,5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를 마치 어원처럼 생각해서 단어의 뜻을 쉽
게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계발서, 고전, 소설 등 70여 개 도서
에서 발췌한 주옥같은 예문들과 영화 25편에 나오는 실용적인 예문들, 
거기에 스티브 잡스, 반기문, 마틴 루터 킹, 사르트르, 오스카 와일드 등의 
연설 및 명언들을 예문으로 담고 있어, 단순히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상
식도 함께 쌓을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하고 싶은 영단어 중급

Nakamaya 지음│사륙판│180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8월 출간, 2판1쇄 2017년 

7월 출간

아마존 재팬 1위 영어책, 드디어 한국어판 발행!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활용도가 높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적나라한 사실주의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입시, 취업 영어 공부에 지
친 이들이 다시금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식 사고로 유창하게 말하는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 초급

심재경 지음│국판│360쪽│13,800원｜초판1쇄 2006년 2월, 2판1쇄 2011년 4월 출간

똑똑한 전치사 학습법, 새로워진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 개정판! 핸디한 
사이즈로 가볍게, 풍성해진 내용으로 골치 아픈 전치사를 확실하게 정리
한다. 하나의 전치사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정리하여 복잡한 문장을 간단
하고 쉽게 말하고 쓸 수 있다.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의 개념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예문으로 익힌다. 진짜 영어 실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치사를 똑똑하게 학습해 보자.

MP3 무료 다운로드 APP 유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쉬운 단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비밀은 동사에 있다 초급

김경주 지음│사륙배판 변형│320쪽│15,800원│초판1쇄 2005년 5월, 2판1쇄 2014년 10

월 출간

누구나 다 알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본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이들이 
결합해 수십 수백 가지 의미로 확장되는 구동사를 소개한 책! 동사, 전치사, 
구동사 각각의 뜻과 쓰임을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회화에 쓸 수 있는 예문
도 담았다. 주요 표현부터 우선순위로 정리하였고,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
한 표현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여기에 나온 표현만 제대
로 알아도 웬만한 일상 회화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일반 영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모든 방법! 문법, 독해, 어휘, 발음, 

청취, 회화는 물론 원서 읽기와 어린이 영어까지, 다채로운 

영어 단행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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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OEFL・GRE・GMAT 대비 미국 학생들의 필독서

  WORD SMART 1, 2, I+II 한국어판 (최신개정판)

출간되자마자 국내 어휘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

기억력 증진과 이미지 연상작용을 통한 단어 학습법을 제시한 안내서이다. 문맥에서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사전을 찾고, 단어의 스펠링을 써 보고 변화형도 함께 알아보자. 

큰 소리로 말해 보고, 주요 뜻과 부차적인 뜻풀이, 동의어의 쓰임과 뜻을 비교해 자신이 

이해한 언어로 뜻풀이 하는 방법, 문장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그 단어에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연상장치, 머릿속의 이미지로 암기를 돕는 방법, 플래시카드를 작성하고 노

트에 정리하는 방법 등을 11단계로 꼼꼼하게 안내했다.

SAT, GRE 준비생의 필독서! 

WORD SMART I+II, 1, 2 한국어판

워드 스마트 베이직으로 대학생이 된다!  

WORD SMART BASIC 한국어판

미국 주니어들이 필독하는 독해 학습의 바이블!

READING SMART BASIC 한국어판

프린스턴 리뷰팀이 영문법의 거품을 뺐다!

GRAMMAR SMART 한국어판

SMART 시리즈

프린스턴 리뷰팀에서 만들고 

모든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최상급 어휘 학습의 바이블!

전 세계 4백만 부 이상 팔린 세계 최강의 어휘 학습서

당신이 몰랐던 진짜 영어 영어 상식 백서 중・고급

이윤재 지음│사륙배판 변형│368쪽│17,800원｜초판1쇄 2013년 11월 출간

영어 관용표현의 어원과 영어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깊이 
있는 영어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이디엄이나 유명 인사들의 말을 
발췌하여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스토리를 엮어 가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준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관사를 쉽고 자세하
게 설명해 준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고품격 영어를 통해 깊이 있
는 영어 구사가 가능할 것이다.   

영어 논문・논술・에세이 대비 영어 상식 사전 중・고급

이윤재・이종준 지음│사륙배판 변형│384쪽│19,000원｜초판1쇄 2009년 6월, 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이 책은 저자가 오랜 세월에 거쳐 습득한 영어의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아
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영어 속에 녹아 있는 미묘한 뉘앙스와 고차원적인 표현을 
마스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을 일반인이 쉽게 익힐 수 있
도록 알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에세이 상식사전을 활용하면 고품격 
영어 에세이 훈련이 가능하다.

NEWS ENGLISH POWERDIC 중・고급

곽영섭・양승진 지음│사륙배판 변형│704쪽│27,500원(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3년 

1월 출간

국내 영자신문은 물론, 전 세계 영자신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필수 
어휘를 6개의 섹션과 64개의 테마로 분류해 수록했다. 단순히 어휘를 
읽고 외우는 것에서 끝내지 않도록 독해, 영작 등 활용성 높은 학습장치
를 실어 효율을 더했다. 또한 최종 확인 학습 문제는 이 책의 Reference 
Book과 Study Book의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충족시킨다. 

헤더진 공무원 보카 중급

헤더 진 지음│사륙배판 변형│520쪽│20,0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빈도순으로 약 2,000개의 어휘를 
수록하였다. Day마다 들어간 기출 구문 분석 연습을 통해서 기출 구문 
분석집을 따로 살 필요 없이 독해까지 완성할 수 있다. 기출 문장을 중심
으로 복습하는 Daily Test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5종 부가 자료
를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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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문이 터지는 영어 공식

  영어패턴 플러스 시리즈

패턴 정복으로 레벨별, 상황별 영어 마스터!

·필수패턴 200개 + 응용패턴 300개(+α)

·패턴에서 단어만 바꾸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워크북이 필요 없다! 복습용 연습문제 제공

영어회화 베스트셀러!

모든 영어는 패턴으로 끝낸다!

특별부록  

- 패턴 훈련북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 저자가 직접 녹음한 특별강의

- 단어 노트, 단어 퀴즈, 리스닝 테스트 등의 다양한 학습자료

스마트폰에서 학습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SMART 시리즈

WORD SMART I+II, 1, 2 한국어판(4th edition) 중・고급

워드 스마트 I+II  애덤 로빈슨・프린스턴 리뷰팀 지음│사륙배판 변형│768쪽│29,500원│ 

초판1쇄 2001년 1월, 3판 1쇄 2015년 10월 출간

워드 스마트 1 신국판│452쪽│16,500원│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워드 스마트 2 신국판│484쪽│16,500원│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미국에서 4백만 부가 팔린 최장기 베스트셀러! SAT, TOEFL, GRE, 
GMAT 어휘 문제는 100% 여기서 나온다! 간결하고 정확한 뜻풀이, 생
생한 현지 예문으로 혁신적인 단어 학습 시스템을 구현했다. 잘못 이해하
거나 잘못 쓰기 쉬운 단어, 동의어, 파생어를 총정리하였고, 한국어판에
는 표준 발음기호를 삽입하였다.

WORD SMART BASIC 한국어판(최신개정판) 초・중급

C. L. Brantley 지음│사륙배판 변형│696쪽│26,500원│초판1쇄 2004년 11월, 2판1쇄 

2015년 10월 출간

『WORD SMART JUNIOR』 1, 2권 통합본. Story로 즐겁게 익히는 
High Level English의 첫 관문! 전미 Parents’ Choice Award에 빛나
는 미국 주니어들의 대표적인 어휘학습 교재로, SAT 핵심 어휘 1,300여
개를 Reading 연동 시스템으로 재미있게 익힌다. 한국어판에는 기초어
휘 및 구문정리를 덧붙이고, 표준 발음기호를 삽입하였다.

READING SMART BASIC 한국어판 초・중급

Bruno Blumenfeld 지음│NEXUS사전편찬위원회 편역│사륙배판 변형│272쪽│13,500원│

카세트테이프 별매(14,500원)│초판1쇄 2001년 9월 출간

미국 주니어용 난이도인 최상의 장문독해 입문 교재!개성 강한 4명의 주
인공들이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읽어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향상된다. 주요 단어풀이와 어구분석과, 
잘못된 독해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드바이스도 함께 수록했다.

GRAMMAR SMART 한국어판 초・중급

프린스턴 리뷰팀 지음│NEXUS사전편찬위원회 편역│사륙배판 변형│240쪽│12,800원│

초판1쇄 2001년 9월 출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최강의 문법 교과서! 말하기, 글쓰기에 꼭 필요
한 실질적인 문법 지식만을 다뤄서 영문법의 핵심만을 쉽고 빠르게 배운
다. 문법적인 실수를 줄이는 법, 올바른 문장부호 사용법에 대한 친절한 
조언을 담어 탄탄한 문법 실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유명인사의 말, 광고
문구 등 생생한 예문으로 문법 공부가 지루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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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세끼  초・중급

김시연, 이석재 지음│사륙판│260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팟캐스트 팟빵 화제의 방송 ‘영어세끼 영영영’ 전격 출간! <영어 세끼>
와 함께 하루 세끼 먹듯 한 끼에 한 문장씩 공부하다 보면, 100일 뒤에는 
300문장을 통암기할 수 있게 된다. 1분 남짓한 짧은 강의로 부담 없이 영
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저자 녹음강의, 복습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하고 싶은 영어회화 초・중급

버블양 지음│사륙판│240쪽│11,000원│초판1쇄 2016년 4월 출간, 2판1쇄 2017년 7월 

출간

네이버 인기 포스트 ‘개나 소나 다 하는 English’를 책으로 만나 보자. 개
나 소도 할 수 있는 쉬운 영어 표현을 웹툰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이
티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챕터별로 엮은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어
느새 왕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다. 각 에피소드의 리뷰 테스트를 통해 복
습까지 할 수 있다. 팟캐스트에서 저자 직강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제공한

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형제의 이미지 잉글리시  초・중급

김도영, 김석영 지음│사륙판│284쪽│12,5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강렬한 그림과 함께 영어 한 마디를 알려주는 네이버 인기 포스트 ‘김형
제의 생활영어’! 캐나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유
용하게 쓸 수 있는 생활영어 표현들을 엄선했다.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모아놓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영어회화 Everyday English  초・중급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지음│국판│224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5

월 출간

한국에서 어학연수! 국내 최고의 외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원어민 교수님
들께 1:1로 영어회화를 배워 보자. 여러 상황에 최적화된 주제와 원어민 
교수님들이 엄선한 생활회화 표현을 배울 수 있다. 다년간의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만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연
세 외국어학당 원어민 교수님들의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초급

문성현 지음│국판│256쪽│13,500원(6가지 온라인 학습자료 포함)│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10년째 영어 초보, 영어 포기자를 위한 D-100 말문트기 프로젝트. ‘책+
강의+스피킹훈련’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3D 입체 학습을 한다. 국내파 
영어연수 전문가인 저자의 해설강의를 포함한 6종의 온라인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100일 만에 만년 영어회화 초보에서 탈출하자.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왕초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초급

문성현 지음│국판│240쪽│12,000원(6가지 온라인 학습자료 포함)│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하루 두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어 왕초보 탈출의 첫걸음! 일상생활에서 자
주 사용하는 기본 표현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다. 발음을 한글로 표기
하여 왕초보도 쉽게 원어민 발음을 따라 할 수 있다. 국내파 영어연수 전
문가인 저자의 해설강의 등 6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블루워터의 영어 한마디 초급

블루워터 지음│국판변형ㅣ256쪽ㅣ12,8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블로그 교육 분야 1위 ‘블루워터의 꿈’을 이제 책으로 만나 보자. 2천만이 
공감한 기초 생활영어 회화 200개 표현을 담고 있다. 순수 국내파인 저자
가 본인이 영어공부를 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왕초보 눈높이에
서 쉽게 설명해 준다. 듣기 MP3, 복습 MP3, 동영상 학습자료를 온라인에
서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회화, 365단어로 끝장내기 초급

백선엽 지음│신국판 변형│352쪽│15,000원│초판1쇄 1999년 9월, 3판1쇄 2013년 7월 출간

베스트셀러 『영어회화, 365단어로 코쟁이 기죽이기』의 최신 개정판! 영
어 초급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동사, 패턴,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에도 완벽 대처하는 상황별 표현들을 정리했다. 다양한 표현과 참신한 예
문, 톡톡 튀는 설명으로 영어회화에 흥미를 높여 준다. 온라인에서 제공
하는 6가지 무료 학습자료로 보다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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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영어표현 암기북  초・중급

김수현 지음│신국판│368쪽│13,500원│초판1쇄 2012년 5월, 3판1쇄 2019년 3월 출간

영어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옮겨 
보는 것!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우선순위 영어표현 약 6,000개를 모
았다. 회화훈련 MP3, 쓰기훈련 워크북 등 5종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
여, 반복학습을 통해 책에서 공부한 표현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 중독자 두껍의 진짜 미쿡 영어 초・중급

엄세희 지음│신국판│272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영어가 뭐라고! 대한민국 영포자, 잉여들을 위
한 인기 블로거 두껍의 영어를 이제 책으로 만나 보자. 저자가 직접 그
린 삽화와 함께 일상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주제별로 엮어 진짜 미
국에서 쓰이는 표현들로만 구성했다. 듣기 MP3, 복습 MP3, 저자 직강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는 300단어로 네이티브처럼 말한다 초급

박지우 지음│국판│328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1월 출간

영어권 나라 국민이 가장 자주 쓰는 상위 300단어는 전체 영문장의 65%
를 차지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 수준 
300개만으로 각종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회화 표현을 학습한다. 암기 없이 
쉬운 영어로만 말하는 초급 영어회화. 9종의 무료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회화 마스터 1000+ 일상회화편・여행회화편・비즈니스편 초급

오영일 지음│신국판│각 264쪽│각 13,000원│초판1쇄 2014년 7~9월 출간

하루에 10개 표현(chunk)만 공부하면, 한 달에 1,000문장을 말할 수 있
다.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5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쳐 개발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이다. 저자 직강 해설강의, 스피킹훈련 
MP3 등 8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 따라 쓰면 어느새 회화가 술술

  필기노트 시리즈

세 번 쓰면 자동암기!

‘듣고-쓰고-말하기’의 3단계 회화 훈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생활영어 300문장 통암기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학습노트 완성

따라 쓰면 어느새 회화가 술술

쓰면 외워지는 영어회화 필기노트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9,5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쓰면 외워지는 영어패턴 필기노트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9,5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쓰면 외워지는 여행영어 필기노트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9,5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쓰면 외워지는 왕초보영어 필기노트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9,5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쓰면 외워지는 영어성경 필기노트  MP3 무료 다운로드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9,5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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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에서 건진 리얼 영어회화 초・중급

이수경, 이광수 지음│신국판ㅣ472쪽ㅣ15,0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네이티브가 매일 쓰는 쉽고 리얼한 표현만 배운다. 한 표현에 두 가지 다
른 상황의 뉘앙스를 배우는 일석이조 효과로 1,600여 개의 방대한 회화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저자 직강뿐 아니라 각종 버전의 MP3, 무한 트레
이닝까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학습자료 9종을 활용해 보자.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미드홀릭, 네이티브처럼 말하다 초・중급

이충훈・황혜진 지음│신국판 변형│256쪽│13,8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가십 걸>, <두 남자와 2분의 1> 등 5편의 다양한 장르의 미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0개의 패턴영어로 네이티브처럼 영어로 말해보자. 등장인물 및 각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소개하여 미드를 직접 보지 않고도 이 책 한 권으로 미
드 5편을 모두 본 듯하며, 영어 학습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패턴과 함께 미국
에서 흔히 쓰이는 슬랭도 함께 담아 더욱 유용하다. 미드 속 대화문이 녹음된 
실감나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네이티브처럼 따라해 보자. 

  MP3 유료 다운로드 APP 유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팟캐스트로 배우는 영어 잉글리쉬 인 코리언 초・중급

마이클 엘리엇 지음│신국판 변형│252쪽│13,900원│초판1쇄 2013년 6월 출간

팟캐스트 교육 분야 1위 인기 팟캐스트 English in Korean의 내용을 담
았다. 한국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저자 마이클 엘리엇의 진수가 그
대로 담긴 책으로 동영상 & 음성 강의와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한국인
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과 한국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표현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그림으로 훈련하는 6단계 영어회화 트레이닝 초・중급

손기표・Andy Jackson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2,9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4년 1월, 2판1쇄 2008년 4월 출간

남이 써놓은 영어 문장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어를 구
사해 보도록 기획한 영어회화 트레이닝 북! 400컷의 그림을 직접 묘사하
면서 자신의 영어로 말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독특한 학
습 방법이다. 그림을 매개로 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6단계 훈련을 통해 
말문이 열리게 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들으면서 정리하는 이보영의 120분 영문법 트레이닝 (개정판) MP3 무료 다운로드

이보영 강의・지음｜신국판 변형│272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11월, 2판1쇄 2013년 7월 출간

들으면 말이 되는 이보영의 120분 영어회화 트레이닝 (개정판) MP3 무료 다운로드

이보영 강의・지음｜신국판 변형│304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11월, 2판1쇄 2013년 7월 출간

들으면서 정리하는 이보영의 120분 영어발음・청취 트레이닝 (개정판) MP3 무료 다운로드

이보영 강의・지음│신국판 변형│260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12월, 2판1쇄 2013년 7월 출간

■  120분이면 영어가 쉬워진다!

   이보영의 120분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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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영어로 즐기는 런던 이야기 중급

Marinus van der Sluijs・Seong Hee Jo 지음│국판 변형│268쪽│13,8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런더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사진을 보면서 영어로 즐겨 보자. 영국
의 음식과 생활 방식, 역사와 쇼핑 등에 관하여 영어로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영국식 영어에 빠져들게 되며, 고급 어휘
와 표현들로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런던에 가기 전, 알고 가야 할 

알찬 정보들도 꼭 확인해 보자!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한국인 맞춤형 영어표현 500 플러스 초・중급

김수현 지음│국판│544쪽│18,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2년 9월 출간

영어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영어에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해석되는 표현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말과 똑같아 고민
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표현 1,500개 이상을 수록, 넥서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연습문제와 MP3 CD를 활용해 영어 실력을 일취
월장 시킬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너도 미국애들처럼 말해봐 영어표현 100 플러스 중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1,000원(MP3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08년 2월, 2판1쇄 2012년 10월 출간

만화보다 더 재미있는 엽기발랄 삽화들과 함께 미국 젊은이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최신 표현 및 생생한 대화를 담은 영어회화 책. 사전에는 없지
만 실제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최신 표현들을 원래 뜻과 비교하면서 설명
해 ‘젊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넥서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우리나라 우리문화 영어로 소개하기 초・중급

민창기 지음│사륙배판 변형│256쪽│12,000원｜초판1쇄 2005년 7월, 2판1쇄 2008년  

4월 출간

외국인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이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 
해외 여행자 등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요긴하게 참고할 수 
있는 영어회화 표현집이다. 우리나라의 음식, 전통문화, 쇼핑, 역사 등에 
관해 외국인이 꼭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을 알차게 담았다. 

MP3 무료 다운로드 APP 유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달달한 영어회화 초・중급

양은미 지음｜국판변형｜292쪽｜13,500원│초판1쇄 2011년 11월, 2판1쇄 2015년 10월 

출간

남녀의 만남에서 결혼까지 연인들의 일상을 35개의 스토리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리얼 표현
을 충분히 학습했다면 직접 말해 보는 연습도 해 보자. 인류 공통의 관심
사인 연애,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흥미진진하게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회화 키포인트 200 초・중급

샤이니・Erin Kim(김성은) 지음│신국판│284쪽│13,000원(온라인 무료 부가자료 8종 포

함)│초판1쇄 2014년 11월

인기 강사 샤이니가 제안하는 하루 10분 키포인트 학습! 학교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는 100가지 상황들에 대한 다이얼
로그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알짜배기 표현 200개를 엄선하여 친절
한 설명과 관련된 예문을 제공함으로써 확실하게 쓰임을 파악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미국 2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BOx 특별보급판 초・중급

백선엽 지음│사륙배판 변형│440쪽│16,800원│초판1쇄 2013년 8월 출간

10만 독자가 선택한 도서로, 미국 20대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
는 표현들을 모두 담았다. 20대들의 생생한 표현과 슬랭뿐만 아니라 그
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
단어로 짧지만 네이티브들과 바로 통하는 표현들이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처음 시작하는 미국학교식 리딩 훈련북 초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지음│국판│292쪽│12,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2월, 2판1쇄 2012년 6월 출간

듣고 읽고 말하는 5단계 리딩 훈련. 원어민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소리 내
어 읽으며 영어를 배우듯이 리딩과 스피킹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고
안하였다. 네이티브의 리딩, 스피킹은 소리 내어 읽기에서 시작한다. 미
국학교식 리딩 훈련으로 만년 초급인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원어민의 리딩 텍스트 녹음 파일과 미국학교 교사의 녹음강의 파일이 담
긴 MP3 CD를 부록으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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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바이블 초・중급

Richard A. Spears, Ph. D. 지음│신국판│624쪽│19,000원│초판1쇄 2003년 12월, 4판1쇄 

2016년 2월 출간

미국 최고 권위의 McGraw-Hill/NTC 베스트셀러, <Common 
American Phrases>의 최신 한국어판! 미국 현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
선한 2,100여 개의 핵심 회화 표현들을 접할 수 있다. 6,000여 개의 대화 
예문을 통해, 실제 대화 속에서 핵심 표현이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책에 나온 모든 표현과 예문
들을 미국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으로 녹음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초・중급

신재용 지음│사륙배판 변형│844쪽│29,500원│초판1쇄 2001년 2월, 5판1쇄 2017년 1월 

출간

실생활에서 쓰이는 생생한 real expression을 상황별, 주제별로 총정리
한 영어회화 표현집. 초급자는 상황별 핵심표현을 위주로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중·고급자는 틀에 박힌 표현을 뛰어넘어 보
다 다채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한글과 영어 색인으로 빠르고 쉽게 원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APP 유료 다운로드

GATEWAY TO ENGLISH ExPRESSIONS 초・중급

신재용 지음│사륙배판 변형│544쪽│19,800원│초판1쇄 2014년 5월, 2판1쇄 2017년 1월 

출간

우리말 키워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상황별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다.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실용 표현과 현장감이 살아 있는 생생한 예문을 담
았다. 사전을 따로 찾을 필요 없는 단어 노트의 역할도 한다.

교실영어 표현사전 중급 

밥 허・제임스 멕닐 지음│사륙배판 변형│544쪽│19,8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4월, 3판1쇄 2012년 3월 출간

대한민국 몰입 영어교육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 당장 100%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 영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 영어 왕초
보인 학부모를 위한 필독서이다. 미국 현지 교사들이 직접 쓴 『교실영어 
표현사전』에는 미국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필수 영단어와 표현이 모
두 있다. 이 책으로 미리 미국 현지 수업시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명연설에서 배우는 명품 영어 스피치 중급

김수현 지음│국판│328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5월 출간

반기문, 오바마, 스티브 잡스 등 20인의 명연설로 고품격 영어를 배운다. 
듣고 읽고 따라 말하기의 3단계 스피치 훈련으로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키운다. 연설 동영상, 육성 MP3, 연설 전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바로 보기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특허 받은 영어 발음 훈련법 영어 발음의 신  초급

김명기 지음│신국판 변형│336쪽│16,900원｜초판1쇄 2014년 6월, 2판1쇄 2016년 2월 

출간

특허 받은 STOP SOUND와 특허 받은 발음칩을 이용한 획기적인 발음 
교정법을 소개한다. 저자 직강 및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제적인 발음 교
정을 할 수 있다. QR 코드를 통해 음성 강의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

리스닝 영어패턴 200 플러스  초급

김재헌 지음│사륙배판 변형│292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알파벳 발음부터 직청직해 요령까지 귀를 뻥 뚫어 줄 실용 리스닝 패턴
을 수록했다. 단계별 훈련으로 영어 듣기를 완전 정복한다. 워크북이 필
요 없는 복습용 연습문제를 포함한 온라인 학습자료 7종을 무료로 제공

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영어 듣기・발음 절대 매뉴얼 초급

유원호 지음｜국판｜244쪽｜14,500원｜초판1쇄 2008년 1월, 3판1쇄 2016년 3월 출간

영어 자신감은 영어발음에 달렸다! 저자의 오랜 미국 유학 생활에서 얻은 학
습팁과 영어발음 교수법을 그대로 담은 책이다. 우리말 소리를 활용해 영어
발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종 듣기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저자 동영상강의 등 4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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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 싶은 말이 다 있는 영어일기 표현사전 최신개정판 초급

하명옥 지음│사륙배판 변형│720쪽│24,500원｜초판1쇄 2005년 7월, 3판1쇄 2019년 4월 출간

영어일기 관련 검색 1위 사이트 ‘하명옥의 영어일기’ 운영자의 베스트셀
러 시리즈! 『영어일기 표현사전』은 매 상황별로 단문 수준의 생생한 일기
표현들과 어려운 어구를 함께 정리하여, 쓰고 싶은 표현들을 우리말로 바
로 찾을 수 있다. 특히 개정판에는 새로운 표현과 카테고리들이 추가되었
고, 각 카테고리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APP 유료 다운로드

초급 영어일기 표현사전  초급

하명옥 지음│사륙배판│3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2판1쇄 2012년 8월 출간

20만 독자가 선택한 『영어일기 표현사전』에서 베이직한 표현들을 뽑아 
알차게 엮었다. 필수패턴 30개를 수록, 영어 문장에 대한 기본구조를 학
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21개 
chapter에 170여 개의 category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누구든
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예문들뿐만 아니라 보충어휘와 표현들까지! 이제 
간단하고 쉬운 표현들로 알차게 나만의 영어일기장을 채워 보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다 쓰는 영어일기 영작패턴 초・중급

하명옥 지음│사륙배판 변형│276쪽│12,000원｜초판1쇄 2006년 7월 출간

영어일기 관련 검색 1위 사이트 ‘하명옥의 영어일기’ 운영자이자, 영어일
기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영어일기 표현사전』 시리즈의 저자가 내놓은 
영어일기를 잘 쓰기 위해 필수적인 영작문 책이다. 영작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 사항을 패턴별로 정리한 후, 각 패턴에 해당하는 영작
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초 영작 100일의 기적 초급

하명옥 지음│국판│248쪽│12,500원｜초판1쇄 2007년 8월, 2판1쇄 2016년 9월 출간

기초 단계에서 영어 말하기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작문 연습에서 시작
된다. 이 책은 100일 만에 영작 왕초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활용도 높은 문장들을 직접 영작해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흔히 범하는 영작 실수를 예로 들어 바른 영작을 도와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는 

넥서스 ENGLISH의 스테디셀러

ME-TIME은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힐링 타임을 말합니다.

101 왕초보 영어회화 훈련북(미타임북)   김수현 지음│208쪽│7,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2 왕초보 영어 낭독 훈련(미타임북)   영어콘텐츠연구소 지음│292쪽│8,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3 가장 쉬운 여행영어(미타임북)   영어콘텐츠연구소 지음│328쪽│8,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4 만화로 배우는 5분 생활영어(미타임북)    김도영, 김석영 지음│284쪽│8,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5 포기했던 영어 다시 시작하기(미타임북)   엄세희 지음│272쪽│7,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6 한국인 맞춤형 영어표현(미타임북)     김수현 지음│224쪽│7,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7 영작문 비법 노트(미타임북)   박지우 지음│264쪽│7,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108 자막 없이 보는 연설문 베스트(미타임북)  김수현 지음│328쪽│8,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201 왕초보 일본어 단어장(미타임북)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208쪽│7,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202 포기했던 일본어 동사 49개로 끝내기(미타임북)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84쪽│6,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203 꽉 막혔던 일본어 회화 패턴73개로 끝내기(미타임북)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92쪽│6,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204 3년 배운 일본어 3일 만에 따라잡기(미타임북) 김수정, 반노신지 지음│240쪽│6,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MP3 무료 다운로드

■  보급판 영어 학습 시리즈

 ME-TIM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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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영문독해연습 501 플러스 3rd Edition 중・고급

김일곤 지음│사륙배판│592쪽│23,000원｜초판1쇄 2005년 4월, 2판1쇄 2014년 4월 출간

수능, 논술, 대학편입시험, 공무원시험, 교원임용고사, TOEFL, TOEIC 대
비 영문 독해 필독서! 엄선한 500여 편의 실용 영문을 수록하고 대학편
입시험, 공무원시험 등의 최신 기출 문제를 추가하여 실전에 대비한다. 
단계별 학습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에 필요한 기본기를 세우고 독해, 
문법, 영작의 균형 있는 영어감각을 길러 준다. 

영문독해 501 플러스 실전문제집 중・고급

김일곤, 이광희 지음│사륙배판│384쪽│19,500원｜초판1쇄 2007년 2월, 2판1쇄 2015년 8월 

출간

독해 분야 베스트셀러 <NEXUS 영문독해연습 501+>의 실전 대비 문제
집이다. 7급 공무원, 편입, 교원임용, 최상위권 대입 등 거의 모든 영어시
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한 최신 경향의 620문제를 수록하였다. 필수
구문 분석을 통해 리딩 스킬을 익히고, 어떠한 지문도 읽어낼 수 있는 진
정한 독해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잉글리시 파워리딩 트레이닝 중・고급

정득권 지음│사륙배판│292쪽│18,0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글을 읽는 힘, 스트렝스를 기를 수 있는 전략과 함께 글을 구성하는 핵
심 원칙과 논리적 글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20개의 기사 분석을 통해 논리적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SAT, 
TOEFL, TEPS, GRE, GMAT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독해의 기준을 제시

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영자 신문의 독해 논리 공략 중급

김민구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1,000원｜초판1쇄 2006년 9월 출간

영자신문이 영어 공부에 효율성이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교과서적인 문
장 구조를 벗어난 신문 영어에 겁을 먹고 피해온 독자들을 위해 3주 안에 
영자신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영자신문 읽기 가이드북이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온 필자가 
각종 영자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문을 토대로 ‘영자신문을 잘 읽는 전문가
의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난생 처음 쓰는 영어일기 왕초보편•기본편•직장인편 초급

왕초보편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288쪽│12,000원│초판1쇄 2005년 

12월, 2판1쇄 2013년 6월  출간 

기본편 이현주 지음│사륙배판 변형│216쪽│11,800원│초판1쇄 2005년 7월, 2판1쇄 

2013년 9월 출간 

직장인편 이현주 지음│사륙배판 변형│248쪽│12,000원│초판1쇄 2006년 7월, 2판1쇄 

2013년 6월 출간

초등학생이나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성인들이 혼자 영작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진짜 쉬운 영어일기 가이드 북. 짧은 일기를 통해 기초 
문법과 기본 표현 패턴을 익히고,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 직접 자신의 일
기를 써보는 워크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왕초보편)

영작문 키포인트 200 초・중급

박지우 지음│국판│264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영작문 정복을 위한 키포인트 200개를 콕 집어 주는 초급 맞춤형 영작 도
서. [개념 잡기-연습문제] 차례로 단계별 학습을 하여 보다 확실하게 영
작을 시작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4가지 학습자료로 더

욱 탄탄한 영작 실력을 길러 보자.    무료 온라인 강의

나만의 영어 필기체 쓰기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88쪽｜6,000원｜초판1쇄 2016년 3월 출간

스페셜한 날에는 스페셜한 손글씨로! 단기간에 영어 필기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를 획
순에 따라 쓰는 법을 익힌 다음, 일상생활이나 카드문구 등에 자주 쓰는 
표현들을 써 보는 연습을 한다. 필기체 연습용 워크시트를 온라인에서 무

료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

나만의 영어 필기체 연습장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 변형｜104쪽｜6,000원｜초판1쇄 2016년 12월 출간

영어 명문, 유명 문구, 마음을 울리는 글귀들을 쓰면서 필기체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전 연습을 통해 4주 만에 영어 필기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필기체 쓰기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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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옥같은 명작 소설 엄선 

•중학교 어휘 수준, 약 2만 단어로 구성

•무료 MP3 파일을 들으며 독해는 물론이고 청취와 회화까지 해결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간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

■  중학교 영어로 다시 읽는

  넥서스 세계명작 시리즈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뭘 읽을까?

신서판│200~400쪽│6,500~8,000원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중학교 영어로 다시 읽는 세계명작
01 이솝 우화 | 02 안데르센 동화(미운 오리 새끼 외) | 03 영국동화(빨간 두건 소녀 외) | 04 셜록 홈즈 | 05 오 헨

리 단편집(마지막 잎새 외) | 0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07 어린 왕자 | 08 오즈의 마법사 | 09 그림동화(라푼젤 

외) | 10 오스카 와일드 단편집(행복한 왕자 외) | 11 페로 동화(미녀와 야수 외) | 12 비밀의 화원 | 13 소공녀 | 

14 톰 소여의 모험 | 15 피노키오의 모험 | 16 노인과 바다 | 17 피터 팬 | 18 파랑새 | 19 하이디 | 20 크리스마스 

캐럴 | 21 뤼팽의 모험 | 22 시튼 동물기 | 23 구약 | 24 신약 | 25 알퐁스 도데 단편선 (별, 마지막 수업 외) | 26 

걸리버 여행기 | 27 빨강머리 앤 | 28 안네의 일기 | 29 톨스토이 단편선 (바보 이반 외) | 30 오페라의 유령 | 31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 32 큰 바위 얼굴 | 33 정글 북 | 34 보물섬

영어순해 3RD EDITION 중급

김영로 지음│사륙배판 변형│404쪽│17,0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판1쇄 2001년 2월, 4판

1쇄 2011년 1월 출간

1980년 발간 이래 ‘영문 독해의 진정한 해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영어 
학습자들의 독서로서 자리매김한 『영어순해』의 세 번째 개정판! 좀 더 훌
륭한 영문으로 예문을 20% 교체하고, 저자 특유의 문맥 설명을 덧붙여 
영어 문맥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이 돋보인다. 편집 구성과 디자인 또한 
전면 개정하여 학습은 더욱 용이해지고 효과는 배가될 수 있도록 했다.

영어순해 Basic 초・중급

김영로 지음│사륙배판 변형│144쪽│9,5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판1쇄 2005년 4월, 2판 

1쇄 2011년 1월 출간

영문 독해의 바이블로 꼽히는 『영어순해』 입문편으로, 한눈에 영문 구조
와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영어 문장의 서술 방식을 
이해하고, 문장의 전개 순서대로 뜻을 파악하는 법을 익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작문을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영어로 글을 쓰는 데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문맥순해 중・고급

김영로 지음│사륙배판 변형│248쪽│12,5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판1쇄 2005년 1월, 

2판1쇄 2011년 1월 출간

문장을 모두 읽지 않고도 순식간에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맥 
읽기!’ 영문 독해의 바이블로 꼽히는 『영어순해』의 저자가 ‘문맥 읽기’를 
통해 독해가 빨라지는 비결 14가지를 제시한다. 저자가 촌철살인의 안목
으로 뽑은 700여 개의 문장을 학습하고 나면 영어를 보는 눈이 열리고 독
해 속도가 빨라진다. 이제 영자신문 읽기, 영문 웹사이트 검색이 쉬워지
고, TOEIC, TOEFL에서도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초급 번역패턴 500 플러스 중급

김명철 지음｜사륙배판 변형｜272쪽｜14,500원｜초판1쇄 2014년 4월 출간, 2판1쇄 2018

년 9월 출간

처음 도전하는 번역의 길잡이가 되어 줄 실전 번역 연습의 입문서. 번역
에 필요한 필수패턴 103개와 실제 번역패턴 600여 개를 수록하여 단계
별로 훈련할 수 있다. 저자 직강 녹음강의를 비롯하여 단어노트, 단어퀴
즈, 패턴 핵심정리 등의 4종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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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만만해지는 직독직해의 기술 중급

임필성 지음│신국판 변형│196쪽│11,000원｜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직독직해는 영문을 한국식이 아닌 영어식 사고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가
장 효율적인 독해법이다. 이 책은 원서에 등장하는 영어 문장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실제 독자들이 접하는 17개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17개 문장 유형을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주요 문장성분 및 부사, 전치사
구 등을 문장부호로 표현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독자 스스로 직독직해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학교식 리딩 훈련 시리즈 중・고급

남혜경 외 지음│국판│각 권 288~424쪽│각 권 11,000~13,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 2010년 3월, 2판1쇄 2012년 3월 출간

미국학교 수업시간을 그대로 재현한 영어 교과서. 현지에서 배우는 대로 
영어를 공부해 보자.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주옥같은 명작 일기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리딩 스킬을 기를 수 있으며, 사고력도 키울 수 있어 라이
팅에도 도움이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델로>, <1984>, <햄릿>, <맥
베스>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Collins Cobuild English Usage (콜린스 코빌드 어법사전) 중급

HarperCollins 편저｜김방이 편역｜사륙배판 변형｜960쪽｜35,000원｜초판1쇄 2008년 

8월, 2판1쇄 2016년 1월 출간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그룹화하여 외울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다. 
영영사전으로 정평이 난 Collins Cobuild답게 실용적이고 명료한 예문
을 수록하였다. 예문과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짚어낸 자세하고 쉬운 
풀이와 잘못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유사 단어의 쓰임 설명으로 각종 시험
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용법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어 회화나 영작에 큰 도움이 된다.

미드에서 건진 리얼 그래머 초・중급

이수경, 이광수 지음│사륙배판│440쪽│19,800원│초판1쇄 2011년 5월, 2판1쇄 2015년 

8월 출간

영어 정복의 열쇠, 영문법을 이제 미드로 공부한다! 딱딱한 영문법과 활
용 100% 회화 표현을 묶어 강의식으로 쉽게 설명하여 문법은 물론 회화 
실력까지 키울 수 있다. 저자의 ‘올댓 영어’ 카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
습자료와 저자의 MP3 강의도 활용해 보자.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옥같은 명작 소설 엄선 

•고등학교 어휘 수준, 약 3만 단어로 구성

•무료 MP3 파일을 들으며 독해는 물론이고 청취와 회화까지 해결

■  고등학교 영어로 다시 읽는

  넥서스 세계명작 시리즈 

세계명작을 영어로 읽으면서 재미와 감동을!

신서판│200~400쪽│6,500~8,000원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고등학교 영어로 다시 읽는 세계명작
01 그리스 로마 신화 | 02 아라비안나이트 | 03 집 없는 아이 | 04 80일간의 세계일주 | 05 위대한 개츠비 |  

06 셰익스피어 작품집(로미오와 줄리엣 외) | 07 키다리 아저씨 | 08 제인 에어 | 09 솔로몬 왕의 광산 | 10 에드

거 앨런 포 단편집(검은 고양이 외) | 11 무기여 잘 있거라 | 12 작은 아씨들 | 13 폭풍의 언덕 | 14 로빈 후드 |  

15 쾌걸 조로 | 16 잃어버린 세계 | 17 레 미제라블 | 18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19 오만과 편견 | 20 위대한 유

산 | 21 프랑켄슈타인 | 22 로빈슨 크루소 | 23 올리버 트위스트 | 24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 25 야성의 부름 | 

26 아이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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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자 문과장은 어떻게 영어 달인이 됐을까 초・중급

문성현 지음│국판│284쪽│13,800원│초판1쇄 2019년 1월 출간

베스트셀러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의 영어공부 비법. 영
어 덕후인 평범한 직장인이 알려주는 보통 사람을 위한 현실적인 영어공
부법을 담고 있다. 돈 없고 시간 없어도 영어가 되는 기적의 공부 습관 만
들기 팁을 알려 준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영문법 100일의 기적 초・중급

이보영 지음│사륙배판│240쪽│13,000원│초판1쇄 2018년 4월 출간

이보영 선생님과 함께 왕초보 탈출! 이 책은 각각의 문법들이 실제 회화
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려운 문법 
용어나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예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일매
일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Review Quiz를 통해 복습까지 하면서 
문법 실력을 키워보세요.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 이제는 잘할 때도 됐다 초・중급

오성호 지음│국판│240쪽│13,8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시중에 학습법 책이 넘쳐나고 영어 고민을 빨리 해결해 준다는 영어 업체
들의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영어를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에 영어는 늘 제자리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다.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진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학 영어 첫걸음 초급

김시연, 이석재, 배지영 지음│사륙배판│224쪽│15,5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독학자 맞춤형 교재입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단어장이나 다른 참고서를 사지 않아도 이 책 한 
권만으로 충분히 영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혼자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총 8가지 독학용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
공하고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나를 위한 영어회화 초・중급

라이언 지음│국판│176쪽│12,0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이 책은 ‘나를 영어로 말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기획되었어요. 맨 처음 제
시되는 그림을 보고 워밍업을 한 뒤, ‘실력 확인하기’, ‘말하기 연습하기’, 
‘나에 대해 말해 보기’ 과정을 통해 영어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외워서 하는 공부보다 진정한 ‘나를 위한 영어
회화’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365일 기적의 영어회화 다이어리 초・중급

영어콘텐츠연구소 지음│국판 변형│128쪽│11,2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하루 한 문장씩, 1년 365일 기초 영어회화 표현을 공부할 수 있는 캘린더
북. 탁상용 달력처럼 책상 위에 두고 매일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MP3 파일을 바로 들을 수 있으며, 스피킹 훈
련도 가능하도록 세 번씩 따라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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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영어패턴 500 플러스 초・중급

케빈경 지음│사륙배판 변형│288쪽│13,800원(패턴훈련북,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3년 1월 출간, 2판1쇄 2017년 10월 출간

전화통화, 이메일부터 해외출장, 회의까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영어만 
모았다. 필수패턴 200개와 유사패턴 300개를 정리하였고, 3단계 훈련
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복습용 연습문제를 제공하며, 부록으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패턴훈련북’과 ‘회화연습 MP3 CD’를 포함하
여 8가지 특별부록을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메일 영어패턴 500 플러스 중급

박지우 지음│사륙배판 변형│288쪽│13,800원(5가지 온라인 학습자료 포함)│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2판1쇄 2018년 7월 출간

직장인 영어의 기본이자 가장 큰 고민인 영문 이메일 쓰기에 대한 모든 
패턴을 모았다. 필수패턴 200개와 유사패턴 300여개 총 500여 개 패턴
을 다루고 있어, 많은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며, 바로 써먹는 상황별 이메
일 샘플을 비롯 단어 노트, 퀴즈, 패턴 총정리, 저자 직강 녹음강의 등의 무
료 특별부록을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인터뷰 영어패턴 500 플러스 중급

케빈경 지음│사륙배판 변형│288쪽│13,800원(패턴훈련북,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4년 5월 출간, 2판1쇄 2017년 9월 출간

현직 대기업 영어 면접관이 알려주는 베스트 인터뷰 표현을 패턴을 통
해 쉽게 익힐 수 있다. 질문과 답변의 패턴만 알면 영어면접이 쉬워진다. 
100% 실전 기출 질문과 모범답안을 수록하였다. 9가지 학습자료를 제공
하여 혼자서도 영어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비즈니스 영어 100일의 기적 중급

김영진 지음│국판 변형│240쪽│13,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비즈니스 영어는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실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문장, 어휘 그리고 
대화문만 모아놓았다. 실감나는 대화 지문과 원어민 MP3로 실전 비즈니
스 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다. 저자 직강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절대 매뉴얼 시리즈   무료 온라인 강의   eBOOK 유료 다운로드

WRITING 절대 매뉴얼 입문편

유원호 지음｜국판｜196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WRITING 절대 매뉴얼 실전편

유원호 지음｜국판｜210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Grammar 절대 매뉴얼 실전편

유원호 지음│국판│260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8월 출간

Grammar 절대 매뉴얼 입문편

유원호 지음│국판│192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영어 듣기・발음 절대 매뉴얼

유원호 지음│국판│244쪽│14,500원｜초판1쇄 2008년 1월, 3판1쇄 2016년 2월 출간

SPEAKING 절대 매뉴얼

유원호 지음│국판│164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2판1쇄 2017년 3월 출간

■  미국 MIT, UCLA에서 가르치던 저자만의 노하우 공개!

  절대 매뉴얼 시리즈 

회화 및 작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매뉴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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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면접 매뉴얼 중급

강민경 지음｜사륙배판 변형｜352쪽｜17,000원｜초판1쇄 2010년 4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항공사, 대기업, 외국계 회사의 취업을 위한 영어 면접 매뉴얼! 이 책에서
는 영어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자신의 답변 
방향과 맞는 문장을 골라 영어 면접 현장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면접 연습용 mp3’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영어 면접 표현 A to Z 중급

케빈 경 지음│신국판│316쪽│15,000원｜2판1쇄 2012년 7월 출간

평소에 영어 좀 한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원어민을 만나면 피하고만 싶
은 당신을 위해 국내 최고 스피킹 전문가가 차근차근 짚어 주는 진짜 말
하기 비법이다. 이 한 권으로 TOEIC Speaking, OPIc, IELTS, TOEFL, 
NEAT, 대기업·외국계 기업 영어 면접 완벽 대비가 가능하다.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한 스피킹 실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주제별·상황별  표현을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실무 계약 영어  중・고급

김용설 지음｜사륙배판｜308쪽｜16,800원｜초판1쇄 2007년 11월, 2판1쇄 2010년 8월 출간

이 책은 저자가 40여 년 생생한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실무 계약 영어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글로벌 시대 실무자
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로 필자의 오랜 기간에 걸친 각종 영문 계약서의 
작성과 서양인들과의 실무 경험, 대학 강의 경험을 집대성한 실무능력 지
침서이다. 

이메일 영어 100일의 기적  중급

김영진 지음│국판│256쪽│12,500원 | 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로도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실전서. 이 책은 기본적인 표현들로 프로페셔널하게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져 준다. 비즈니스 영어 전문가인 저자의 직강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국제 영문계약 매뉴얼 고급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지음｜사륙배판 변형｜336쪽｜17,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2판 

1쇄 2015년 1월 출간

해외 비즈니스를 실무자에게 비즈니스 멘토가 되어 줄 비즈니스 영어책! 
상대를 이기는 국제 영문계약서 작성을 위한 실무 전략과 강력한 영문계
약서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실제 기업의 해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저자
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계약 협상, 협상 중 돌발 상황, 계약 후 이행 
과정 등에 필요한 어휘와 문장 표현들을 수록하였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HOW TO 비즈니스 영어 프레젠테이션・협상・전화・이메일 초급

한정림 지음｜사륙판 변형｜각 권 208쪽｜각 권 6,500원(존킴 해설강의 테이프 1개 포함)｜ 

초판1쇄 2005년 11월, 2판1쇄 2009년 4월 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 ‘하루 10분 비즈니스 영
어’ 시리즈(포켓북)이다. 출근할 때 5분 중요 패턴을 익히고 활용하는 연
습, 퇴근할 때 5분 패턴을 활용한 샘플과 연습 문제로 복습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50문장으로 끝내는  

영어메일・영어토론・영어프레젠테이션・영어협상・영어회의 초급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Jamie Yi /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김정한 /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김

정한 /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김정한 /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윤동훈 지음│사륙판 변형│

160쪽 / 148쪽 / 164쪽 / 148쪽 / 148쪽│각 권 9,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8월 출간 / 초판1쇄 2008년 8월 출간 / 초판1쇄 2008년 8월 출간 / 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 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꼭 필요한 5개의 분야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간단한 50
문장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각 온라인 강의를 통해 더 나
은 실력을 기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회사 영어  중급

Misono Maki 지음│국판 변형│192쪽│11,200원 | 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영어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늘어나는데 차근차근 공부할 시간은 부족한 
보통의 직장인. 꼭 필요한 표현만을 엄선해서 그때그때 펼쳐 보아도 좋고 
가볍게 마음먹고 공부해도 좋다. 더불어 비즈니스 레터 작성법과 프레젠
테이션 방법 등의 팁도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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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으로 이끌어 줄 영문법·독해 교재가 진화한다!

시험에 출제될 빈도수가 높은 내용만을 선별하여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국내 

수험서에서는 볼 수 없던 Index가 제시되어 비교 및 정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기출 문제

를 다년간 연구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적중률 높은 문제로만 구성된 시험 대비 최적의 

교재이다. 

■  공무원, 편입 수험서 결정판

  넥서스 헌터 시리즈

넥서스 헌터 시리즈로 합격을 쟁취하라!

NExUS Hunter Series  

GRAMMAR HUNTER (그래머 헌터) 4th Edition
장수용 지음│사륙배판│660쪽│25,000원│초판1쇄 2006년 9월, 4판1쇄 2015년 2월 출간

GRAMMAR HUNTER BASIC (그래머 헌터 베이직)
장수용 지음│사륙배판│328쪽│18,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READING HUNTER (리딩 헌터) 중・고급 
장수용 지음｜사륙배판｜332쪽(해설집 260쪽)｜25,000원(해설집 포함)｜초판1쇄 2007년 8월, 2판1쇄 2012년 4월 출간

READING HUNTER BASIC (리딩 헌터 베이직) 
장수용 지음｜사륙배판｜377쪽(해설집 260쪽)｜15,000원｜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영어 교재의 神!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 어휘·문법·회화·영작·독해에 꼭 필요한 유형을 파악·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영어 학습의 정답을 제시해 준다. 바이블 시리즈로 생활 영어뿐 

아니라 각종 시험 영어 달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자.

■  배신하지 않는 영어 교재의 神

  넥서스 바이블 시리즈

넥서스 바이블 시리즈로 영어를 정복하라!

NExUS Bible Series  

VOCA Bible(보카 바이블) 최신개정판

이재훈 지음｜사륙배판｜672쪽+360쪽｜31,500원(꼭지북 포함) 초판1쇄 2006년 2월, 4판1쇄 2013년 12월 출간

GRAMMAR Bible(그래머 바이블)

류시일 지음│사륙배판│668쪽│26,500원│초판1쇄 2009년 10월 출간

READING Bible(리딩 바이블)

이재훈 지음│사륙배판│680쪽│28,5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WRITING Bible(라이팅 바이블)
황선원 지음│사륙배판│264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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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NJOY 여행 영어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판｜232쪽｜9,0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ENJOY 여행영어>는 여행서 같은 영어 책이다. 필수 여행영어 표현과 
함께 인기 여행지 소개와 여행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여행지에
서 필요한 표현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가독성이 좋게 구성되어 있다. 책
은 한 손에 쏙! 책 속의 표현은 한눈에 팍 들어온다. 발음듣기용 MP3와 
회화연습용 MP3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상황별 여행 영어 초급

이혜진 지음｜국판｜276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6월,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설렘 가득 안고 떠난 해외여행,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모두 당당히 
말해 보자! 여행 속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 속 여행영어 회화가 여기 다 
있다. 회화표현뿐 아니라 월별 여행하기 좋은 강력 추천 여행지도 함께 
소개한다. 여행 전 챙겨야 할 정보는 물론 기본 영어표현도 함께 들어 있
어 더욱 유용하다. 위기 상황 속 영어표현은 물론 각 여행지의 문화 Tip도 
있어 여행 전 많은 정보를 미리 알고 떠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초급

문성현 지음│국판│272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6월 출간

해외여행 D-100 프로젝트. 영어를 몰라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만, 여
행영어를 알면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100가지 상황별 표현을 익히고 필수 단어도 외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원어민 MP3와 저자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여행 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 왕초보 여행영어 초급

서미소랑 지음｜국판｜164쪽｜9,0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필수 패턴만 모아서 상황별로 제시한다. 빈칸에 원
하는 단어만 바꿔 말하면 영어를 몰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EBSe  
‘돈워리 렛츠고’ 서미소랑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와 원어민 MP3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유학

수학 용어 사전 중급

이은승 지음│국배판 변형│464쪽│21,000원│초판1쇄 2008년 1월, 2판1쇄 2013년 8월 

출간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 수학을 예제와 그림을 통해 개념 원리를 정리
하였다. 핵심 용어를 쉽게 풀었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와 우
리말 순서로 된 인덱스를 수록하였다. 유학생들을 위한 수학 용어가 총정
리되어 있으며, SAT와 SSAT 수학에 자신있게 대비할 수 있다.

미국 고교 수학 완성 중급

John Y. Ghim 지음│국배판 변형│560쪽│29,500원｜초판1쇄 2006년 5월 출간

조기유학 또는 이민을 갈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미국 교과 과정상의 수
학 학습 진도의 흐름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미국 고교 수학 과정을 
총정리해 준다.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 Trigonometry, 
Pre-Calculus 등 SAT 1에서 SAT 2C까지의 핵심 부분들을 다루고 있
다. 정답과 함께 저자의 해설을 첨부한 자습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SAT Reasoning Test 수학 완성 중급

John Y. Ghim 지음｜국배판｜220쪽｜15,000원｜초판1쇄 2007년 6월 출간

미국 대학입학 심사 기준의 하나인 SAT Reasoning Test 수학 섹션 문
제집. 이 책을 보지 않고 SAT Reasoning Test를 논하지 마라! LA 최고 
수학교사 John Ghim이 직접 시험을 보고 출제한 문제로서, 출제 경향이 
100% 반영된 수학 섹션 정복 노하우가 가득 실려 있다. 고득점을 원한다
면 반드시 풀어 봐야 할 300문항을 수록하였다. 

AP Calculus AB&BC 완성 중급

John Y. Ghim 지음｜국배판｜788쪽｜38,000원｜초판1쇄 2011년 12월 출간

미국 현지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저자가 다년간의 강의를 바탕으로 쉽게 
미적분을 익힐 수 있게 쓴 책.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고등학
교 AP Calculus 수업에서 다룰 만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충분히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기보
다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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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출간 도서 목록 

난생 처음 시작하는 1+1 영단어 초급 
박철 지음│사륙판│284쪽│11,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잇 잉글리시 신드롬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양은미 지음│국판│224쪽│12,000원│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어원 VOCABULARY 33000 중급 
김동목 지음│사륙배판│992쪽│29,500원｜초판1쇄 2002년 1월 출간

NExUS VOCABULARY 22000 플러스 MP3 무료 다운로드  중급 
김일곤 편저│사륙배판│408쪽│12,200원(스프링 제본 13,900원)│카세트테이프 별매(4개+교재 12,000원)｜초판1쇄 

1999년 12월 출간

앙큼한 영어 문화로 꼬집어보기 MP3 무료 다운로드  중급 
최용식 지음│신국판│244쪽│9,800원│초판1쇄 2005년 9월, 2판1쇄 2007년 11월 출간

영어상식 랭킹120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중급

이민호・함지미 지음│국판│408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따라하기 쉬운 스쿨 잉글리시 MP3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Lynda Behk 지음│국판 │256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나우, 스토리텔링 초・중급

신동일 지음│신국판│204쪽│11,000원│초판1쇄 2010년 1월 출간

미국 수업시간 그대로 라이팅 훈련북 초・중급

유소영 지음｜사륙배판｜216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영화 속 네이티브처럼 말해봐 MP3 무료 다운로드 유료 온라인 강의  초・중급 
유원호 지음│국판│208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글로벌 금융증권 영어회화 MP3 무료 다운로드  중・고급

김융기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5,000원｜초판1쇄 2005년 9월 출간, 2판1쇄, 2017년 6월 출간

회의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전문 국제회의 영어 MP3 무료 다운로드  고급

박희권 지음 | 신국판 변형 | 240쪽 | 19,500원 | 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GRAMMAR M 초급

주영훈 지음│사륙배판│524쪽│21,0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WRITING BIBLE (라이팅 바이블) 중・고급

황선원 지음│사륙배판│264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논리가 살아나는 영어 에세이 쓰기 초・중급

이현주 지음│사륙배판 변형│268쪽│12,0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사전

Easy English Dictionary
(랜덤하우스 웹스터 쉬운 영영한 사전)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사륙판｜1,152쪽｜25,000원｜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새내기 영어 학습자를 위한 쉽고 자세하고 친절한 학습 사전이다! 초급 
영어 학습자가 범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별도 정리하는 한편, 다양한 학습 
관련 박스와 삽화로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수능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단어들을 별도 표시하였다. 

넥서스 영한사전 (NExUS ENGLISH KOREAN DICTIONARY)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사륙판｜2,352쪽｜35,000원｜초판1쇄 2007년 8월 출간

최신 어휘를 포함한 9만 8천여 개의 표제어와 3만여 개의 숙어, 기존 사
전에서 볼 수 없는 실용성 있는 풍부한 예문이 수록된 사전이다. 단어
의 뉘앙스까지 짚어낸 쉽고 자세한 단어 풀이와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Planet Board, 명언명구, 회화표현을 실어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APP 유료 다운로드

영어사전 BASIC (한글 발음 표기)  

영어사전 BASIC (MP3 CD 포함)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판│각 996쪽 / 968쪽│각 27,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 초판1쇄 2012년 9월 출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 어휘부터, 수능과 TOEIC 어
휘까지 실었다. 특히 영어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영어권의 문화
와 관습,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통합적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
며, 현실적인 800여 장의 삽화와 현장감 있는 500여 장의 사진으로 기존
의 읽는 사전에서 보는 사전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을 
싣고 있어서 완전 초급자도 쉽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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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한한중사전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포켓판｜1184쪽｜20,000원｜초판1쇄 2004년 8월 출간

중한사전과 한중사전을 간편하게 하나로 묶어 한손에 쏙 들어오는 포켓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동급 최다 어휘량(중한 부분 약 24,000어휘 수록, 
한중 부분 약 21,000어휘 수록)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쉽고 상세한 풀이
와 생생하고 풍부한 용례로 학습 효과를 한껏 높여준다. 중국어 학습의 
확실한 동반자!

실용중한사전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사륙판 변형｜1536쪽｜38,000원｜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중국어 초중급자와 실무자를 위한 쉽고 실용적인 사전으로서 일상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신조어와 최신 유행어를 다수 수록하였다. 핵심적인 문
법 설명과 헷갈리기 쉬운 단어의 비교 분석을 수록하여 단순한 사전이 아
닌 중국어 학습서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였다. 중국어 학습의 필수 사
전! MP3 무료 제공!

MP3 무료 다운로드

중국어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중국어를 아는 당신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넥서스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비즈니스 영어회화 매뉴얼 MP3 유료 다운로드  중・고급

백선엽 지음｜신국판 변형｜468쪽｜19,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2년 7월, 2판1쇄 2009년 4월 출간 

VOCA BIBLE (보카 바이블) MP3 무료 다운로드  중급

이재훈 지음｜사륙배판｜672쪽+360쪽｜31,500원(꼭지북 포함, 무료 MP3 다운로드) 개정1쇄 2014년 2월 출간

연봉 1억! 영문 특허번역 가이드북 
류상민, 김유철 지음│신국판│244쪽│17,000원｜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GRAMMAR KING (그래머 킹) 중급

조강수 지음 | 사륙배판 | 388쪽 | 18,500원 | 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편한도 VOCABULARY 3300 MP3 무료 다운로드  중급

편한도편입연구팀 지음│국판│440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미국 유학과 SAT 전략 초급

William Lee 지음│신국판│320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이미지로 연상하는 영어 학습법 노래하는 영어 사전 1・2   초급

미디어153・이미령 지음｜국배판｜60쪽｜12,000원(플래시 카드, 스티커, 문형연습달력 포함)｜초판1쇄 2009년 4월, 5

월 출간

초등학생을 위한 본격 영어 회화 실전북 IMAGE ENGLISH START 1, 2, 3 초급

일상생활편 임관희 기획｜최은영・변수연 글｜이태영 그림｜사륙배판｜184쪽｜13,500원(MP3 CD, 한글 부록 포함)｜초판

1쇄 2009년 8월 출간  

학교 생활편 임관희 기획｜박현향・강희경 글｜이태영 그림｜사륙배판｜184쪽｜13,500원(MP3 CD, 한글 부록 포함)｜초판

1쇄 2009년 9월 출간  

문화 체험 편 임관희 기획｜최은영・강희경 글｜이태영 그림｜사륙배판｜184쪽｜13,500원(MP3 CD, 한글 부록 포함)｜초

판1쇄 2009년 10월 출간

편입에 나오는 빈출 유형만 담은 핵심 공략 그래머 중급

김선웅 지음｜사륙배판｜256쪽｜15,000원(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12년 6월 출간

COFFEEHOUSE GOSSIP, NEW YORK(커피하우스 가십, 뉴욕)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중급

김남현・김정주 지음│신국판│272쪽│13,5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ALL ABOUT NEW YORK (올 어바웃 뉴욕)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중급

문어발 스튜디오 지음│신국판 변형│320쪽│15,000원｜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영어로 즐기는 뉴욕 스토리  

ALL ABOUT NEW YORK LIFE&TALK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중급

Gloria Chung・문발작(OFS LLC.) 지음│신국판 변형│272쪽│14,900원│초판1쇄 2008년 3월 출간

스타의 영어 비밀과외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김희진 지음│신국판│424쪽│19,500원(부록 대본 포함, MP3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뉴요커 린다의 뉴욕 스타일 영어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Lynda Behk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3,500원(강의 MP3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통역 없이 바로 쓰는 실무 국제회의 영어   MP3 무료 다운로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중급

박희권 지음│사륙배판 변형│204쪽│15,000원 | 초판1쇄 2005년 3월, 2판1쇄 2009년 8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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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어의 총집합 중국어 어휘사전 (개정판) 중・고급

화서당 기획｜이형란・王玉霞 공저｜사륙배판 변형｜744쪽｜29,800원｜초판1쇄 2004년  

1월 출간, 2판1쇄 2011년 10월 출간

<중국어 관용어 사전>의 개정판으로, 성어, 속어, 속담, 관용어, 헐후어, 고
전명구, 신조어까지 제대로 된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관용어를 
모두 모았다. 실력에 맞춰 풀이를 골라 본다. 회화식 예문으로 빠르게 이

해하고 쉽게 활용한다.  APP 유료 다운로드

중국어 유사어 비교사전 중・고급

徐昌火 지음｜조문수 옮김｜사륙배판 변형｜576쪽｜21,500원｜초판1쇄 2004년 4월 출간

비슷한 뜻 다른 쓰임, 문장으로 비교하자. 유사어를 많이 알수록 회화·작
문의 수준이 높아진다. 품사별·중요도별 정리로 쓰임을 한눈에 파악하
고, 막강한 예문으로 유사어 간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헷갈리
는 단어를 확실하게 잡아 주는 단어 비교사전!

중국어회화 100일의 기적 초・중급

손승욱 지음｜국판｜240쪽｜13,0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100일 후에는 나도 중국어로 말한다! 중국어 기초 회화를 100일 동안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수 국내파로 중국어를 독학한 저자가 
왕초보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해 준다. 1번 듣기, 3번 듣기 MP3 파일
과 함께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학 중국어 첫걸음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배판｜192쪽｜12,500원(간체자 쓰기노트, 기초 단어장, 문형 익

힘북, MP3 CD 1장, 10가지 독학용 학습 자료 포함)｜초판1쇄 2016년 6월 출간

중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독학자를 위한 책이다. 15일 만에 
중국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부록과 
동영상강의, 복습용 동영상, 단어암기 동영상 등 10가지 독학용 학습자
료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 책 한 권으로 복습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왕초보 중국어 단어장   초급

화서당 엮음｜사륙판 변형｜232쪽｜8,500원｜초판1쇄 2005년 2월 출간

중국어 왕초보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기 전 알아야 할 단어들을 16
개의 테마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 녹음되어 단순
하게 단어 암기에서 끝나지 않고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놀이
를 하듯 풀어 보는 연습문제로 실력을 체크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제대로 알고 익히는 중국어 간체자 800 쓰기    초급

화서당 편저｜사륙배판｜216쪽｜8,500원｜초판1쇄 2002년 6월 출간, 2판1쇄 2016년 9월 

출간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체자 800개를 선별하여 글
자마다 올바른 필순을 보여 주고, 그대로 따라 써 볼 수 있게 만든 쓰기 교
본. 쓰기만이 아니라 해당 간체자의 번체자, 부수, 획수, 한글 음과 훈, 단
어 용례를 함께 수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간체자, 단어, 한자를 
한꺼번에!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중국어 단어장 초・중급

김로운 지음｜사륙배판｜216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단어 600여 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단어 
1,700여 개를 수록하였다.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일과 단
어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중국인이 자주 쓰는 중국어 성어사전   중・고급

이형란 지음｜신국판 변형｜400쪽｜15,000원(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중·고급 작문·독해·회화에 필수적인 성어와 속담 1,200개를 총정리
하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말잇기로 쉽고 재미있게 성어를 암기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30일 완성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단기간에 성어를 정
복할 수 있다. 성어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단번에 고급 중국어로 
레벨업시켜 주는 신개념 성어 사전!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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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왕초보에서 HSK 대비까지!

학교생활, 직장 생활, 삼각관계의 로맨스까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진다. 

체계적인 구성으로 초급부터 중·고급에 이르기까지 초고속으로 끝낸다. 

시험 유형의 문제를 영역별로 출제하여 기초부터 확실하게 잡는다. 

중국 곳곳의 볼거리, 먹거리, 쇼핑 명소, 중국 역사와 문화 등 중국이 여기에 다 있다.

■  단계별 종합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2  

 HAPPY CHINESE 중국어 교실 1~12

한 발 한 발 중국어에 다가서는 

체계적인 절대 커리큘럼!

초급 6개월, 중급 4개월, 고급 2개월로 중국어 완성

중국어 교실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고급  

[초급]  중국어 교실 1~6  
한민이 지음｜각 권 8,500원(각 권 CD 1장, 가이드북 포함)｜초판1쇄 2007년 5월 출간(1・2권), 2007년 7월 출

간(3권), 2007년 8월 출간(4권), 2007년 9월 출간(5권), 2007년 10월 출간(6권) 

[초급]  중국어 교실 상・중・하  
한민이 지음｜각 권 13,800원(각 권 CD 1장, 가이드북 포함)｜초판1쇄 2007년 6월 출간(상권), 초판1쇄 2007년 

8월(중권) 출간, 초판1쇄 2007년 10월 출간(하권)

[중급]  중국어 교실 1~4  
한민이 지음｜각 권 9,000원(각 권 CD 1장, 가이드북 포함)｜초판1쇄 2008년 2월 출간(1권), 2008년 4월 출간

(2권), 2008년 5월 출간(3권), 2008년 6월 출간(4권)

[중급]  중국어 교실 상・하  

한민이 지음｜각 권 15,000원(각 권 CD 2장, 가이드북 포함)｜초판1쇄 2008년 6월 출간

[고급]  중국어 교실 1~2  

한민이 지음｜각 권 9,800원(각 권 CD 2장, 가이드북 포함)｜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1권), 2008년 8월 출간(2권)

동영상으로 배우는 新왕초보 중국어 첫걸음   초급

화서당 기획｜한민이 지음｜사륙배판｜276쪽｜14,500원(CD 1장, 간체자 쓰기본, 회화 훈련북+

단어장 포함)｜초판1쇄 2004년 6월 출간, 2판1쇄 2007년 7월 출간, 3판1쇄 2012년 4월 출간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를 보고, 회화 내용
을 소리 내어 따라 읽고, 간체자를 적어 보는 4단계 완벽 중국어 교재. 왕
초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중국어 마스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

다. 입, 귀, 눈이 동시에 열리는 교재!  MP3 유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혼자서도 자신 있게 시작하는 초간단 독학 중국어 첫걸음   초급

화서당 기획｜송명휘 지음 | 사륙배판 | 208쪽｜13,500원(포켓북, 단어쓰기집, CD 2장 포함)

｜초판1쇄 2005년 7월 출간

중국어를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정복한다! 상세한 설명으로 혼자서도 
자신 있게 중국어를 시작한다. 재밌는 내용으로 실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상황별 회화 학습으로 실생활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정통 현지 중
국어 학습을 위한 탁월한 선택!    MP3 무료 다운로드

속전속결 왕초보 중국어   초급

화서당 지음│사륙배판│128쪽│11,000원(mp3, 발음 강의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05년 2

월 출간, 3판1쇄 2018년 7월 출간

하루에 3번 반복으로 15일만 하면 중국어 입이 열린다. 한자를 몰라도 성
조를 몰라도 소리로 따라 하는 중국어 공부. 학원 갈 시간이 없거나 수줍
음이 많은, 그러나 중국어가 당장 꼭 필요한 급다혈질 학습자를 위한 최
적의 15일 프로젝트.    MP3 무료 다운로드

기초부터 완성까지 중국어 발음 초급

화서당 지음｜한민이 강의｜사륙배판｜176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3년 10월 출간, 2판1쇄 2011년 10월 출간 

발음은 중국어의 ‘히로인’,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발음, 이제 걱정 말고 한
민이 선생님과 함께 발음의 세계로 빠져 보자. 중국어 발음의 모든 것을 
한민이 선생님과 원어민 성우가 쉽고 상세하게 짚어 준다. 생각할 필요 
없이 듣고 따라 하는 중국어 발음! 맛깔나는 강의로 재밌게 배우는 중국
어 발음!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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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재미가 실력이 된다! ENJOY 중국어 회화+어법 초급

화서당 지음｜사륙배판｜264쪽｜12,500원(CD 1장, 간체자 쓰기본 포함)｜초판1쇄 2008년 

3월 출간

기초 어법과 회화를 따로 또 같이 공부하는 중국어 입문서! 한 권의 책으
로 두 권의 효과를 누리며, 어법과 회화 중 먼저 배우고 싶은 것을 골라 배
운다. 실생활에 쓰이는 어법과 회화를 중심으로 일상 회화와 동떨어진 어
법이 아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속에서 필요한 어법만을 골라 배운다. 이
제 나만의 방식으로 중국어를 배우자!   MP3 유료 다운로드

왕초보 중국어 패턴 100플러스 초급

한민이 지음│사륙배판 변형│272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3년 3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 100개를 모았다. 핵심 패턴을 ‘패턴 집
중 훈련-패턴 회화 연습-패턴 실전테스트’ 순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말하기 훈련용 MP3 파일을 별도로 구성
하여 제공하며,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일상적인 말하기 
연습뿐만 아니라 HSK말하기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중국어 필기노트 기초회화・일상회화・여행회화 초급

김미선 지음│152×200│각 권 204쪽│각 권 9,500원｜ 초판1쇄 (기초회화) 2015년 9월,  

(일상회화) 2015년 10월, (여행회화) 2015년 11월 출간

3번만 쓰면 저절로 외워지는 추억의 암기법. 듣고, 쓰고, 말하기 3단계 훈
련으로 9일 만에 중국어 회화 표현 200여 개를 통문장으로 암기한다. 부
록으로 기초 간체자 쓰기본과 듣기용,회화 훈련용 음원이 무료로 제공된
다.      MP3 무료 다운로드

중국 드라마 자막 없이 즐겨라 드라마 중국어      중급

이미향・전주희・박지은 지음｜신국판 변형｜216쪽｜12,0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1월 출간

네이버 최대의 중드 카페 <무협중국드라마 MJBox>의 최강 자막팀이 다
년간의 자막 번역 경험을 바탕으로, 중드 마니아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
는 강추 드라마만을 모아 명장면 명대사 속에 녹아 있는 생생한 중국어 
표현을 뽑았다. 인기 절정의 중국 드라마 8편을 한꺼번에 즐기면서 진짜 
네이티브 중국어를 익혀 보자!    MP3 유료 다운로드

■  단계별 종합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3   

 중국어 교실 회화편 (초・중급) 

새로운 감각의  회화 교재 !

중국어의 

말문이 트인다!

중국어 교실 회화편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급  

중국어 교실 회화편 [초급]    

백춘미 지음｜사륙배판｜152쪽｜13,000원(MP3 CD 1장, 포켓북 포함)｜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중국어 교실 회화편 [중급]    

백춘미 지음｜사륙배판｜184쪽｜13,000원(MP3 CD 1장, 포켓북 포함)｜초판1쇄 2008년 4월 출간

신선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이루어진 본문은 일상 회화에서 꼭 필요한 구문을 포함시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최신 소식을 담은 쉬어가기 코너가 마련

되어 중국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켰다.

중국어 초급 완성 한어교정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화서당 기획｜한민이 지음｜사륙배판｜上 176쪽, 下 160쪽｜각 권 11,500원(각 권 CD 1장 포함)｜초판1쇄 2005년 

1월 출간

중국어 초급 완성 한어교정 (上・下) 

초급 중국어 맞춤 교재 !

초급 중국어 마스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발음·회화·어법·독해 등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쓰인 회화를 

재미있게 구성해서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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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회화사전 중급

설우진 지음｜사륙배판 변형｜696쪽｜25,0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2판1쇄 2011년 

8월 출간, 3판1쇄 2016년 1월 출간

일상에서 쓰는 간단한 회화에서 중국인들만 아는 은어까지, 회화에서 자
주 쓰이는 단어를 병음순으로 배열하였다. 어려운 단어와 구절은 이해하
기 쉽도록 해설을 달았고, 모든 회화에는 병음을 달아 초보자도 쉽게 익
힐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는 중국어 보물 창고!

MP3 유료 다운로드

중국어 표현사전 중・고급

화서당 편저｜사륙배판 변형｜916쪽｜27,000원｜초판1쇄 2002년 3월 출간, 2판1쇄 2016년 

1월 출간

하고 싶은 말,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주는 
한글-중국어 상황 표현을 총망라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중국어 
표현을 사전식으로 총정리하고 유사 표현과 참고 표현까지 더해 다양하
게 골라 쓸 수 있다.

가장 쉬운 중국어 회화 초급・중급

曲婉琴 지음｜사륙배판 변형｜228쪽｜13,800원｜초판1쇄 2010년 4월 출간, 2판1쇄 2016

년 1월 출간

주인공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각 상황
에 어울리는 회화를 담았다. 친절한 한글 발음과 간결하고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선을 끄는 알록달록한 성조 표시에 공부하는 재미가 
배가 된다. 또한 중국의 이모저모를 담은 다채로운 사진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MP3 무료 다운로드

중국어 어법사전 중・고급

화서당 기획｜徐昌火 지음｜조문수 옮김｜사륙배판 변형｜464쪽｜18,500원｜초판1쇄 

2003년 3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성을 극대화한 중국어 문법 토털 맵! 전체 
내용을 24개 파트로 나눠 빨리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인 기
능을 강화하고 설명과 예문을 달았다. 또한 중국어 문법에 대한 학습자들
의 오류를 철저히 분석하여 문법 규칙을 풀이하고 실전 연습문제를 풍부
하게 실었다.

쓰고 싶은 중국어 일기 
표현이 다 모였다!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은

중국어 일기 표현 창고!

하루의 일상을 중국어로 자유자재로 표현하자!

외국어 실력을 쑥쑥 키우고 유지하는 방법! 일기 쓰기!

“난 오늘 무엇을 했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한글-중국어 상황 표현을 총

망라했다. 이 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21개의 테마로 

나누어 주제별로 모아 정리하였다. 다양한 문장의 비슷한 문형과 단어의 반복으로 중국

어 문형과 단어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국어일기 표현사전 워크북!

■ 마음대로 찾아 쓰는 중국어 바이블

   중국어일기 표현사전

중국어일기 표현사전 시리즈 중・고급

중국어일기 표현사전 

张琦 편저｜사륙배판 변형｜832쪽｜25,0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2판1쇄 2010년 3월 출간, 3판1쇄 

2015년 12월 출간

중국어일기 표현사전 워크북  

张琦 편저｜사륙배판 변형｜136쪽｜5,000원｜초판1쇄 2006년 10월 출간, 2판1쇄 2010년 9월 출간, 3판1쇄 

2015년 12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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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에서 일상업무까지 완벽 가이드 엘리트 비즈니스 중국어 초・중급

화서당 기획｜윤지영 지음｜사륙배판 변형｜156쪽｜12,8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5년 6월 출간

사무실에서 쓰는 중국어는 따로 있다. 출근에서 회식 자리까지 격식을 
갖춘 표현부터 톡톡 튀는 신세대 표현에 이르는 일상생활 용어와 차별화
된 구체적인 사무실 용어가 몽땅 들어 있다. 부록 ‘중국어로 면접보기’로 
취업을 한발 앞서 준비한다. 성공하는 직장인의 탁월한 선택! 

MP3 무료 다운로드

미팅에서 계약까지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전면 개정판) 중・고급

한민이・张蕾 공저｜사륙배판｜160쪽｜13,8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4년 3월 출

간, 2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중국어도 어려운데 중국어로 무역을 하라고? 중국인 바이어가 두려웠던 
무역 필드의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책! 무역에서 꼭 필요한 상용구, 여
러 가지 무역 서식과 서신문을 수록하였다. 실무 위주의 중국 비즈니스 
필수 도서! 이제 중국 비즈니스 자신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한글만 알아도 자신만만 가장 쉬운 여행 중국어 초・중급

화서당 기획｜한민이 지음｜사륙판 변형｜368쪽｜7,500원｜2판1쇄 2011년 2월 출간

나는 중국말 몰라도 중국 간다! 출국에서 입국까지 생생한 중국어 발음과 
상황 회화 표현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테마별 여행으로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여행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중국어까지 덤으로 배운다. 
훌륭한 통역사가 가방 안에 쏘옥~ 

ENJOY 여행 중국어 초・중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사륙판 변형｜184쪽｜7,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필수 여행중국어 표현과 함께 인기 여행지 소개, 여행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여행지에서 필요한 표현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가독성이 
좋게 구성되어 있다. 책은 한 손에 쏙! 책 속의 표현은 한눈에 팍 들어온
다. 발음듣기용 MP3와 회화연습용 MP3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교원 임용시험 대비 전공 중국어 어학 개론・문학 개론・문법     중・고급

전용진 지음｜사륙배판｜어학 개론 312쪽, 문학 개론 252쪽, 문법 320쪽｜33,000원｜초판1

쇄 2006년 3월 출간, 2판1쇄 2016년 1월 출간

중국어 교사 임용시험의 기본에서 핵심까지 맥을 한 번에 짚는다. 어학 
개론은 총 4장으로 흐름이 일목요연하여 기본을 탄탄하고 확실하게 다
진다. 문학 개론은 풍부한 내용과 친절한 Navigator, Advanced로 실력
이 업그레이드된다. 풍부한 예문 설명으로 문법까지 기출문제와 교재 내
용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시험의 정곡을 콕콕 찌른다. 

판매 중국어 초・중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신국판 변형｜164쪽｜11,000원(기초 단어장 포함)｜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몰려오는 요우커들에게 매출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비결은? 중국 관광객
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흥정하고, 소개하는 일선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사부터 계산까지 한글 발음
만 가지고도 핵심 단어와 표현을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왕초보도 할 수 있는 현지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초급

화서당 기획｜이미나 지음｜신국판 변형｜192쪽｜11,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4년 

9월 출간

왕초보도 자신 있게 비즈니스 OK! 박 과장의 중국 출장길을 따라가며 중
국 비즈니스에 필요한 표현들을 익힌다. 언어에서 문화, 비즈니스 매너까
지 빠르게 익히고, 상황과 장소에 맞는 가장 쉬운 중국어 표현을 구사한
다. 자신 있게 중국으로 비즈니스 하러 가자!  MP3 무료 다운로드

회화부터 이메일까지 골라 쓰는 비즈니스 중국어 핵심표현 초・중급

화서당 편저｜신국판 변형｜320쪽｜12,000원｜초판1쇄 2002년 9월 출간, 3판1쇄 2018년 

7월 출간

각종 비즈니스 상황 필수 회화, 기본 표현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표현, 중
국어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표기와 해설을 담았다. 기업·무역 관련 
단어 모음, 각종 무역 서식과 서신문, 통계 숫자 관련 표현을 수록해 놓은 
중국 비즈니스 OK BOOK!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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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연설문은 짧고 쉽다 중국어 名연설 베스트 15 (개정판) 중・고급

화서당 기획｜이정은 편저｜사륙배판 변형｜284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3년 6월 출간, 2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중국어 구어체의 백미, 연설문을 눈과 귀로 익힌다. 정치·경제·사
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최고급 중국
어 연설문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연설문 전문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
게 훈련용 단문으로 구성하여 중급자들의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MP3 유료 다운로드

중국어로 듣고 읽고 쓰는 한국의 연설문 베스트 15 중・고급

화서당 기획｜张琦 편저｜사륙배판 변형｜232쪽｜15,000원(CD 1장, 별책부록 포함)｜초판

1쇄 2004년 4월 출간

시사성과 권위성을 고루 갖춘 연설문을 중국어로 익히는 사이 독해·청
취·작문·시사 상식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된다. 정치·경제·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설문을 익힐 수 있으며, 또한 한어병음이 있어 보다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 한국의 연설문을 중국어로 체험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동요로 배우는 중국어   초급

최지연 지음｜국배판 변형｜104쪽｜15,0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3년 3월 출간, 2

판1쇄 2016년 2월 출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는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두
고 오랜 고민 끝에 만든 학습 교재. 아이들 누구나 즐겨 부르는 동요 24곡
을 중국어 챈트와 노래, 율동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맘껏 즐길 수 있게 
했다.  동요로 배우는 재밌고 유쾌한 중국어 시간!

중국어가 만만해진다 핵심만 콕! 新HSK 어법 초・중급

김예경 지음｜사륙배판｜288쪽｜13,800원｜초판1쇄 2012년 11월 출간

기본에 충실한 핵심 어법이 새롭게 바뀐 HSK의 모든 유형을 꿰뚫는다. 
간결하고 핵심을 짚어 주는 해설로 중국어 어법이 쉬워진다. 맞춤식 예제
로 시험 대비 응용력을 높인다.  풍부한 연습문제로 실전력을 강화한다.

■ 중국어로 듣고 읽는 
   넥서스 CHINESE 중한문고

다양한 세계 명작들로 구성된  

중한 대역 문고 시리즈 

중한문고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급  

01 중국어로 듣고 읽는 동화의 세계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48쪽｜7,000원｜초판1쇄 2002년 9월 출간, 2판1쇄 2012년 10월 출간

02 중국어로 듣고 읽는 어린왕자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256쪽｜7,000원｜초판1쇄 2002년 9월 출간, 2판1쇄 2012년 12월 출간

03 중국어로 듣고 읽는 돈키호테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92쪽｜7,000원｜초판1쇄 2002년 11월 출간, 2판1쇄 2013년 2월 출간

04 중국어로 듣고 읽는 키다리 아저씨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256쪽｜7,000원｜초판1쇄 2002년 12월 출간, 2판1쇄 2013년 2월 출간 

05 중국어로 듣고 읽는 삼국지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224쪽｜7,000원｜초판1쇄 2002년 12월 출간, 2판1쇄 2013년 5월 출간 

06 중국어로 듣고 읽는 그리스 신화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02년 12월 출간, 2판1쇄 2013년 6월 출간 

07 중국어로 듣고 읽는 중국 신화 전설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03년 3월 출간, 2판1쇄 2013년 6월 출간 

08 중국어로 듣고 읽는 중국 인물 열전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04쪽｜7,000원｜초판1쇄 2003년 4월 출간, 2판1쇄 2013년 7월 출간 

09 중국어로 듣고 읽는 중국 여인 열전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03년 4월 출간, 2판1쇄 2013년 7월 출간 

10 중국어로 듣고 읽는 성경 이야기(구약)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44쪽｜7,000원｜초판1쇄 2003년 5월 출간, 2판1쇄 2013년 8월 출간

11 중국어로 듣고 읽는 성경 이야기(신약)  
 화서당 편저｜사륙판 변형｜128쪽｜7,000원｜초판1쇄 2003년 6월 출간, 2판1쇄 2013년 9월 출간

세계 명작을 중국어로 듣고 읽다 보면 원작의 감동과 함께 

중국어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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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HSK 완벽 대비 학습 프로그램 1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국내 최다 문제 수록

실전모의고사 총 15회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고급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1급 

박용호, 赵春秋, 杜欣 지음｜사륙배판｜248쪽｜17,000원(MP3+본문 해석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8년 2월 

출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2급 

박용호, 赵春秋, 李媚乐 지음｜사륙배판｜364쪽｜19,800원(MP3+본문 해석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8년 5

월 출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3급 

박용호, 杜欣, 李媚乐, 赵春秋, 杨昆 지음｜사륙배판｜316쪽｜19,500원(MP3+본문 해석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8년 7월 출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4급  

박용호, 杜欣, 王翠镯, 徐佳宁, 李倩 지음｜사륙배판｜364쪽｜19,500원(MP3+본문 해석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8년 10월 출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5급(근간) 

新HSK 기출모의문제집 6급(근간) 

문제 풀이만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비법!

국내 최다 문제를 수록한 문제집으로, 新HSK 모의고사를 무려 15회분 수록하였다. 

新HSK 시험 요강은 물론, 기출문제를 8년간 완벽하게 분석하고 반영하여, 문제 풀

이만으로 중국어 원리까지 이해되는 획기적 구성의 문제들로 채웠다. 다년간의 연

구와 강의 경험을 갖추고 실제 HSK 시험 출제 경력까지 지닌 집필진이 엄선한 적중

률 높은 문제들을 실제 시험과 똑같은 구성으로 만들어 실전 대비에 최적화되었다. 

테마별 新HSK 중국어 단어장 초・중급

화서당 지음｜사륙판｜416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9월 출간, 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1급부터 5급까지의 단어 2,500개를 24개의 테마별로 분류하여, 관련 단
어끼리 서로 묶어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어마다 정확
한 발음과 품사, 뜻, 예문을 제시하여 사전 없이도 완벽하게 단어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新HSK 필수어휘 5000 1~5급・6급 초・중・고급

徐昌火 지음｜조문수 옮김｜사륙배판 변형｜652쪽｜22,000원(MP3 별매)｜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6급 출간 예정

新HSK 필수 어휘 5,000개를 총망라하여 1~5급, 6급편으로 나누어 40
일 동안 2,500개의 어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
다. 수준별 맞춤 학습을 위해 급수별로 나누어, 어휘의 뜻과 용법을 확실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문을 수록하였다. 헷갈리기 쉬운 유사어
의 쓰임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TIP과 학습한 어휘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CHECK-UP으로 완벽하게 어휘를 마스터한다.

MP3 유료 다운로드

新HSK 절대비법 6급 쓰기      고급

찐순지・동추이・박은영 지음｜사륙배판｜320쪽｜16,5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新HSK 6급에서 학습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쓰기 부분의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공개했다. 긴 문장을 요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Tip과 필수 
구문·단어 등을 담았고, 저자가 직접 학습자 맞춤 첨삭 지도(1회)를 제
공하여 6급 획득의 최대 장애물인 쓰기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
다. 新HSK 6급 이제 더 이상은 꿈이 아니다!  무료 동영상 강의   

新HSK 실전모의고사 5급 10회분      중급

白迪迪, 楊帆, 劉佳, 行玉華 지음｜사륙배판｜344쪽｜17,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북경사범대에서 만든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이다. 新HSK 최신 기출문
제 완벽 분석하였으며, 무려 10회분을 수록하여 반복 훈련으로 실전 감
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듣기 영역 MP3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고, 문항 해석과 新HSK 5급 단어장까지 무료 다운로드하여 혼
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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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新HSK 실전문제 5회분 3급・4급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출제 의도에 

따른 구현으로 가장 확실하게 실제 문제를 예

측한다. 최강의 집필진이 엄선한 문제로 고득점 

비법을 파악할 수 있다. 

新HSK 실전문제 5회분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중・고급 

新HSK 실전문제 5회분 3급    대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지음｜사륙배판｜136쪽｜11,000원(MP3 CD 1장, 부가자료 

포함)｜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新HSK 실전문제 5회분 4급    대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지음｜사륙배판｜156쪽｜12,000원(MP3 CD 1장, 부가자료 

포함)｜초판1쇄 2014년 1월 출간

■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푼다! 

 新HSK 적중문제집

新HSK 최신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철

저하게 분석하고 재현한 400개의 문제

를 꾹꾹 눌러 담았다. 또한 풍부한 경력

을 갖춘 HSK 전문 강사의 정확한 해석

과 해설을 제공하여, 별도의 해설집이 없

어도 이 책 하나로 문제부터 풀이까지 해

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新HSK 적중문제집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중・고급 

新HSK 적중문제집 4급 王乐 지음｜사륙배판｜192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新HSK 적중문제집 5급 吴和玲 지음｜사륙배판｜172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新HSK 적중문제집 6급 王乐 지음｜사륙배판｜240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   新HSK 완벽 대비 학습 프로그램 2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해설집

HSK에 단번에 합격하는 비법!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고급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1・2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200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3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136쪽｜11,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4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152쪽｜11,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5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160쪽｜12,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문제집 6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196쪽｜12,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시리즈 초・중・고급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1・2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264쪽｜14,5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3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224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4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288쪽｜13,500원｜초판1쇄 2010년 9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5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316쪽｜14,000원｜초판1쇄 2010년 9월 출간

How to 新HSK 모의고사 해설집 6급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 지음｜사륙배판｜388쪽｜16,5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기출문제의 재구성!

한·중 HSK 전문가들이 모여 新HSK를 완벽 분석하고 반영한 문제들을 뽑았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구성의 문제집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상세한 해설집으로 실력을 

다진다. 



중
국

어
  N

E
X

U
S

 C
H

IN
E

S
E

 P
R

O
G

R
A

M

중
국

어
  N

E
X

U
S

 C
H

IN
E

S
E

 P
R

O
G

R
A

M

 106  107

■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 교과서  

 중학교 생활중국어 / 고등학교 중국어 I 

처음 접하는 중국어, 확실하고 정확하게!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교과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중국어 교과서의 명가, 넥서스가 만든 쉽고 창의적인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

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교과서이다. 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쉽고 재

미있게 구성하였으며, 자주 쓰이는 쉽고 실용적인 표현 위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구성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교사용 CD와 홈페이지를 통해 풍부한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교과서

중학교 생활 중국어  김명화・장한아・김동식・김민경 지음｜사륙배판｜144쪽｜9,500원(전자저작물 CD 포함)｜

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고등학교 중국어 I  김명화・장한아・김동식・이정아 지음｜사륙배판｜204쪽｜9,500원(MP3 CD 포함)｜초판1

쇄 2018년 3월 출간

지도서

중학교 생활 중국어 교사용 지도서 김명화・장한아・김동식・김민경 지음｜사륙배판｜208쪽｜30,000원｜초판1

쇄 2018년 3월 출간

자습서

중학교 생활 중국어 자습서  김명화・장한아・김동식・이정아 지음｜국배판 변형｜200쪽｜15,000원(암기카드 포

함)｜초판1쇄 2018년 4월 출간

新HSK 만능 준비서!

지난 2010년부터 새롭게 실행된 新HSK 문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자주 등장하는 

핵심 문제 포인트만 뽑았다. 오랫동안 HSK 강의를 해 온 믿을 만한 저자들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출제 유형 분석과 공략법부터 핵심 정리까지 

혼자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다량의 모의 문

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해 준다. 

또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별책 부록까지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新HSK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新HSK 완벽 대비 학습 프로그램 3  

 How to 新HSK 뽀개기 

新HSK 급수 획득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입문부터 실전까지 <뽀개기>로 완벽 정리!  

How to 新HSK 뽀개기 시리즈  MP3 유료 다운로드  중・고급

How to 新HSK 뽀개기 4급 주위순・길미령 지음｜유영란 감수｜사륙배판｜본책 332쪽/해설집 224쪽｜

 24,800원(MP3 CD 1장, 어휘집 포함)｜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How to 新HSK 뽀개기 5급 유지선 지음｜사륙배판｜본책 356쪽/해설집 232쪽｜25,800원(MP3 CD 1장,

 핵심 유의어 정리 노트 포함)｜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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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출간 도서 목록

중국어 IT・컴퓨터 용어사전
김동균 편저｜사륙판 변형｜양장｜344쪽｜23,500원｜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북경 내사랑   MP3 무료 다운로드

김균태 지음｜사륙배판 변형｜240쪽｜13,500원(C/T 3개 포함)｜초판1쇄 2004년 6월 출간    

수준에 맞게 골라 쓰는 30일 프로젝트 중국어 회화   MP3 무료 다운로드

화서당 기획｜강수정・윤지영 공저｜사륙배판 변형｜192쪽｜11,800원(C/T 1개 포함)｜초판1쇄 2005년 7월 출간 

우선순위 HSK 관용어  MP3 무료 다운로드

화서당 기획｜장석민・진현 지음｜사륙배판 변형｜108쪽｜12,000원(C/T 1개, 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3년 9월 출간

재밌는 중국어 YELLOW 1~5단계 시리즈 초급 

화서당 기획｜국배판 변형｜각 권 36쪽｜세트 15,000원(워크북, 가이드북, C/T 5개 포함)｜초판1쇄 2007년 1월 출간

왕왕이랑 중국어로 말해요 (생활편 - 전 5권)   초급

화서당 기획｜강수정・박미경 공저｜각 권 10,000원(C/T 1개 포함)｜1권 나의 하루 / 2권 식사하기 / 3권 입기 / 4권 씻기 / 5

권 인사하기｜초판1쇄 2002년 6월 출간

왕왕이랑 중국어로 놀아요 (수수께끼편 - 전 5권)   초급

화서당 기획｜강수정・박미경 공저｜각 권 11,000원(C/T 1개 포함)｜1권 동물 / 2권 직업 /  3권 물건 / 4권 먹는 것 / 5권 

장소｜초판1쇄 2002년 6월 출간

중국어 START 1~6 단계 시리즈 초급

중국어 START 1 발음편  

谢惟普 지음｜국배판 변형｜60쪽/48쪽｜9,8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4년 7월 출간

중국어 START 2 기본회화편  

谭家骅 지음｜국배판 변형｜96쪽/48쪽｜14,5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4년 7월 출간

중국어 START 3 응용회화편  

谭家骅 지음｜국배판 변형｜112쪽/46쪽｜14,5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4년 8월 출간

중국어 START 4 EQ회화편  

기연옥 지음｜국배판 변형｜108쪽/56쪽｜14,5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5년 2월 출간

중국어 START 5 SQ회화편  

기연옥 지음｜국배판 변형｜108쪽/56쪽｜15,5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중국어 START 6 독해・작문편  

张琦 지음｜국배판 변형｜128쪽/48쪽｜14,500원(CD 1장, 워크북, 플래시카드 포함)｜초판1쇄 2005년 4월 출간

■  주니어를 위한 단계별 종합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NEW 중국어 스타트

NEW 중국어 스타트 1~3단계 시리즈 초급 

NEW 중국어 스타트 1  

화서당 기획｜국배판 변형｜108쪽｜13,500원(워크북, 가이드북, CD 2장 포함)｜초판1쇄 2007년 1월 출간

NEW 중국어 스타트 2  

화서당 기획｜국배판 변형｜104쪽｜13,500원(워크북, 가이드북, CD 2장 포함)｜초판1쇄 2007년 1월 출간

NEW 중국어 스타트 3  

화서당 기획｜국배판 변형｜92쪽｜13,500원(워크북, 가이드북, CD 2장 포함)｜초판1쇄 2007년 2월 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중국어 시간

CD를 틀면 중국어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을 재밌는 중국어의 세계로 인도한다. 

발음에서 회화까지 선생님이 콕콕 짚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래로 배우고 본문에서 배운 내용은 워크북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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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한자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한자에 대한 자신감이 곧 지식의 경쟁력! 지혜와 지식을 키울 

수 있는 넥서스 한자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넥서스 실용옥편 초・중・고급

일반판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사륙판 변형｜1848쪽｜30,000원｜2판1쇄 2017년 6월 출간

포켓판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포켓판｜1024쪽｜17,500원｜2판1쇄 2018년 5월 출간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현대어 위주로 표제어를 선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이하였다. 한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
키기 위해 상세한 자원 풀이와 관련자 표기 및 교육부 선정 한자의 필순 
등을 수록하였다. 실용성과 학습 기능을 겸한 한자 학습의 필수 옥편! 

한자는 쉽다 차이니지 CHINEASY 초급

샤오란 지음｜박용호 옮김｜사륙배판 변형｜192쪽｜15,000원(MP3+쓰기노트+하루15

분 학습플랜 무료 다운로드)｜초판1쇄 2015년 9월, 2판1쇄 2019년 4월 출간

설명보다 이미지 한 컷으로 중국어 한자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비주얼 중국어책’이다. 가장 자주 쓰이는 중국어 한자 200개의 기본
형을 익히고, 연관 단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런던 디
자인 뮤지엄, 세계적인 디자인매거진 월페이퍼Wallpaper가 ‘2014년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한 비주얼과 실용성까지 갖춘 교재다.

 MP3 무료 다운로드

엄마는 선생님! 일일한자 시험지 1~3 초급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 | 타블로이드 변형 | 본문 1권 72쪽, 2권・3권 88쪽 / 가이드서 각 

40쪽 / 카드 4면 | 각 권 9,800원｜초판1쇄 2006년 10월 출간(1권), 2007년 2월 출간(2

권), 2007년 3월 출간(3권)

일주일에 두 번씩 본문 학습, 시험지 풀이, 쓰기 숙제 등을 부모님이 직접 
정해진 시간에 한 장씩 뜯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 함께 공부하는 시험지 탄생! 지루
한 한자는 NO! 다양한 놀이와 문제로 아이들의 응용력을 기른다. 

 APP 유료 다운로드  

왕왕이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요 (전 10권)   초급

화서당 기획｜장석민 외 공저｜각 권 12,500원(플래시카드, C/T 1개 포함)｜1권 과일 / 2권 간식 / 3권 동물 / 4권 맹수 / 5권 

집 / 6권 물건 / 7권 몸 / 8권 사람들 / 9권 숫자 / 10권 색깔｜초판1쇄 2002년 4월 출간 

13억 중국인과 친구되기 이야기 중국문화   초급

박미경・이정은 글｜장우성 그림｜사륙배판 변형｜152쪽｜8,500원｜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2판1쇄 2008년 8월 출간

현지에서 바로 써먹는 중국 요리 메뉴판
이형란・王玉霞 지음｜곡본령 감수｜신국판 변형｜216쪽｜9,800원｜초판1쇄 2006년 2월 출간

한 권으로 읽는 정통 중국 문화
서성 지음｜신국판｜368쪽｜13,500원｜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실용중한사전 (포켓판)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포켓판｜1060쪽｜22,000원｜초판1쇄 2007년 7월 출간

실용한중사전   초・중・고급

화서당 편저｜사륙판｜양장｜882쪽, 35,000원｜포켓판 808쪽, 28,000원｜초판1쇄 1998년 2월 

중국어 외래어사전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사륙판 변형｜양장｜396쪽｜30,000원｜초판1쇄 2000년 12월 출간, 2판1쇄 2005년 6월 출

간, 2판1쇄 2002년 3월 출간

중국어 시사용어사전   중・고급

화서당 기획｜장석민・최선미 편저｜사륙판 변형｜양장｜426쪽｜30,000원｜초판1쇄 2002년 11월 출간

현지 중국어 회화 생활・문화 초・중급

한민영・조일신・张琦 지음｜사륙배판｜생활편 168쪽, 문화편 152쪽｜각 권 11,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5년 1

월 출간

베이징에서 만나는 Stylish 중국어 올 어바웃 베이징 초・중급

설우진 지음｜사륙배판 변형｜228쪽｜13,0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9년 3월 출간

그림으로 표현하는 중국어 하루 초・중급

김은희 지음｜사륙배판｜184쪽｜15,000원(C/T 1개 포함)｜초판1쇄 2004년 2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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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절로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한국어문회 주관 한자능력검정시험 배정 한자 부수별 완벽 정리

단번에 한자능력검정시험 시리즈 초・중・고급 

단번에 1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배판｜644쪽｜22,000원｜초판1쇄 2005년 7월 출간, 2판1

쇄 2014년 11월 출간

단번에 2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88쪽｜18,000원｜초판1쇄 2005년 4월 출간, 2판1

쇄 2015년 3월 출간  

단번에 3급・3급Ⅱ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배판｜424면｜15,000원｜초판1쇄 2005년 1월 출간, 2판1

쇄 2015년 6월 출간  

단번에 4급・4급Ⅱ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배판｜316쪽｜13,000원｜초판1쇄 2004년 11월 출간, 2판1

쇄 2015년 7월 출간  

단번에 5급 따기 이래현 지음｜사륙배판｜216쪽｜9,500원(플래시카드, 포스터 포함)｜초판1쇄 2004년

 10월 출간  

단번에 6급 따기 이래현 지음｜사륙배판｜244쪽｜9,500원(플래시카드, 포스터, 셀로판지 포함)｜초판

 1쇄 2004년 10월 출간  

단번에 7급 따기 이래현 지음｜국배판 변형｜196쪽｜8,500원(플래시카드, 포스터, 셀로판지 포함)｜초판  

 1쇄 2004년 9월 출간  

단번에 8급 따기 이래현 지음｜국배판 변형｜104쪽｜7,500원(플래시카드, 포스터, 셀로판지 포함)｜초판  

 1쇄 2004년 9월 출간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지, 무엇과 무엇이 합쳐

져 이런 뜻을 갖게 되었는지 원리를 알고 나면 훨씬 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다. 이 시리즈

는 쉽고, 정확하게, 단번에 한자를 익혀 급수를 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한자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교재이다. 

■  한자능력검정시험 완벽 대비 학습 프로그램 2  

   단번에 한자능력검정시험 

교육용 한자 쓰기 시리즈 초・중급

중학교 교육용 한자 900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사륙배판｜188쪽｜6,000원｜초판 

1쇄 2004년 7월 출간

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900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사륙배판｜192쪽｜6,000원｜초판 

1쇄 2004년 11월 출간

교육용 한자 1800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타블로이드판｜168쪽｜10,000원｜

초판1쇄 2005년 1월 출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의 정확한 필순과 음·훈·한자어를 두
루 익힐 수 있게 만든 쓰기 교본. 한자를 써 봄으로써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각 한자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대표한자 초・중급

안영훈・김유범・송병우 지음│사륙배판 변형│328쪽│13,500원(한자 쓰기본 포함)｜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2판1쇄 2006년 1월 출간, 3판1쇄 2008년 3월 출간

재밌는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생활 속 한자어들을 읽으면서 익히는 새
로운 형태의 학습서. 한자의 기본 상식을 익히는 1부, 다양한 학문 분야
와 취업 시험 한자를 익히는 2부, 3500개의 한자를 급수별로 뜻과 음·
총획·부수·장단음까지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3부로 구성되어 상
식·전공·자격시험 한자들을 한 번에 익힌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다 있는 한자일기 표현사전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지음｜사륙배판 변형｜448쪽｜19,500원｜초판1쇄 2013년 1월 출간

주제별로 다양한 한자 일기 예문 약 8,000개를 수록하였다. 일상생활 속
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어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한자 학습의 기본기를 다
질 수 있다. 한국어문회 주관의 한자능력검정시험 4급~특급 한자에는 
음, 훈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험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新 고사성어 백과사전  초・중・고급

우리말한자연구회 지음｜사륙배판 변형｜543쪽｜18,000원｜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고사성어는 역사나 일화, 또는 신화에서 
나온 성어들이 점차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고
사성어는 그 성어가 생겨난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 특징, 사상, 
풍속 등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현대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성어들을 집
대성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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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출간 도서 목록

한글세대를 위한 가나다 옥편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미니판｜476쪽｜5,000원｜초판1쇄 2000년 1월 출간, 2판1쇄 2005년 4월 출간

급수 한자 사전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미니판｜452쪽｜6,500원｜초판1쇄 2005년 9월 출간 

필요할 때 찾아 쓰는 한글세대 생활한자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신국판 변형│192쪽│8,500원｜초판1쇄 2006년 1월 출간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스토리 암기한자
바른한자 지음｜신국판 변형｜576쪽｜22,000원｜초판1쇄 2013년 5월 출간

초등학생 급수한자 5급~8급

이래현 지음│사륙배판 변형│216쪽(5급), 244쪽(6급), 196쪽(7급), 104쪽(8급)｜5,500원(5, 6급), 5,000원(7급), 4,500원(8

급)ㅣ초판1쇄 2005년 10월 출간

한자자격시험 기출+예상 문제집 1급~4급

김현우・이연주・김혜경・김상선 지음│사륙배판 변형│각 권 180쪽｜각 권 9,000원｜초판1쇄 2006년 8월 출간(1급), 2006

년 6월 출간(2급), 2006년 7월 출간(3급), 2006년 8월 출간(4급)

한자자격시험 가장 쉽고 가장 빨리 급수따기
2・3급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사륙배판 변형│408쪽｜13,800원(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4년 11월 출간  

4급/준4급  우리말한자연구회 편저│사륙배판 변형│288쪽｜12,800원(쓰기본, 별책부록 포함)｜초판1쇄 2006년 5월 출

간

한자능력검정시험 속성 급수따기 

1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492쪽｜20,0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2판1쇄 2014년 2월 출간  

2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444쪽｜18,5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2판1쇄 2014년 5월 출간  

3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352쪽｜15,000원｜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3급 II 남기탁 지음｜사륙배판｜344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4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300쪽｜14,5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4급 II 남기탁 지음｜사륙배판｜276쪽｜14,000원｜초판1쇄 2010년 4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5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296쪽｜14,500원｜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6급 남기탁 지음｜사륙배판｜240쪽｜14,000원｜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6급 II 남기탁 지음｜사륙배판｜152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2판1쇄 2014년 3월 출간

한자능력검정시험 예상・기출문제집
1급 송지연 엮음｜타블로이드 변형｜130쪽｜11,000원｜초판1쇄 2009년 4월 출간  

2급 송지연 엮음｜타블로이드 변형｜124쪽｜11,0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3급 송지연 엮음｜타블로이드 변형｜180쪽｜11,000원｜초판1쇄 2008년 10월 출간

 

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급수를 위한 교재로 개발한 시리즈!

쉽고, 빨리, 정확하게 한자를 익혀 급수를 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한자 기초 

실력을 쌓는 데 최적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과 별책부록 등을 구성하였다. 

20여 년간의 저자의 교수법을 적극 활용한 한자 학습의 특별한 비법을 담아서 한자를 

배우는 동안 창의력도 높일 수 있다.

■  읽기만 해도 술술 외워지는 

   한자박사

한자시험 대비 교재는 따로 있다.
특별한 초고속 한자 암기 비법으로 

단번에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를 따는 한자박사!

한자박사 시리즈 초・중급 

한자박사 5급   우리말한자연구회 지음 | 국배판 변형 | 196쪽 | 11,500원(쓰기연습장 포함)

한자박사 6급   우리말한자연구회 지음 | 국배판 변형 | 236쪽 | 12,000원(쓰기연습장 포함)

한자박사 7급   우리말한자연구회 지음 | 국배판 변형 | 180쪽 | 11,000원(쓰기연습장 포함)

한자박사 8급   우리말한자연구회 지음 | 국배판 변형 |   96쪽 |   9,000원(쓰기연습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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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말문이 터지는 일본어 첫걸음 초급

반노 신지・박세리・김지민 지음｜188×257｜332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

1쇄 2004년 2월, 2판1쇄 2008년 5월 출간

완전 기초부터 시작하는 가장 쉬운 일본어 첫걸음! 만화로 배우니까 재미
있다. 회화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또한 자세한 문법 강의, 패턴식 회화,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서 처음부터 말문이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을 끝낼 무렵, 여러
분은 만화 속 대사들을 일본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P3 무료 다운로드

4주 완성! 독학 일본어 첫걸음 초급

최은준 지음｜188×257｜196쪽｜13,800원(가나 쓰기노트 포함)｜초판1쇄 2007년 4월,  

2판1쇄 2014년 10월 출간

한 달 만에 기초 완성과 복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왕초보 맞
춤형 교재이다. 작심삼일로 매번 히라가나만 외우다 포기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왕초보용 교재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해설강의 MP3 등 8가지 무료 학습자료를 제

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혼자서도 너무 쉬운 넥서스 독학 일본어 첫걸음 초급

정선영 지음｜188×257｜208쪽｜13,800원(포켓북, 펜맨십, CD 1장 포함)｜초판1쇄 2005년 

1월, 3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일본어 초보자도 혼자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첫걸음 교재이다. 
재미있는 본문, 알차고 친절한 설명, 다양한 문형 연습과 연습문제로 기
초를 확실하게 다져 준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 강의

일본어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 기적의 프라프라 일본어 초・중급

김경희・아이우에오클럽 지음｜188×257

첫걸음  232쪽｜15,000원(펜맨십,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5월 출간

중급     224+88쪽｜18,000원(워크북,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간단한 회화로 구성한 초급·중급 
교재이다. 십자형 안에 각 품사의 시제형을 담은 ‘프라프라 학습법’이라
는 독특한 학습 방법을 통해 기초 문법을 확실하게 익힌다. 또한, 회화문
을 반복하는 학습법으로 까다로운 발음이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첫걸음),

일본어
쉽게 생각하는 일본어. 

그러나 마스터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이 역시 외국어.

넥서스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혼자 끝내는 독학 일본어 첫걸음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88×257｜208쪽｜13,000원(쓰기노트 + 미니북 + MP3 CD 1장, 

10가지 독학용 학습자료 포함)｜초판1쇄 2016년 6월 출간

일본어, 혼자 공부해도 문제없어! 혼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독학자 맞춤형 교재이다. 20일 만에 일본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
할 수 있다. 부록으로 쓰기노트와 미니북, MP3 CD를 제공하며, 동영상
강의 등 10가지 독학용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무료 온라인 강의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일본어 첫걸음 초급

강경자 지음｜188×257｜232쪽｜15,000원(펜맨십, 단어장,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8월 출간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일본어 기초를 다지는 교재이다. 히라가나 
쓰기부터 듣기·쓰기·읽기·말하기를 골고루 갖추어 구성하였다. 회화
문에는 일본어 가나 외에 한글 독음까지 써 주었다. 해설 노트에서는 한
글 독음 없이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문형 패턴은 소리를 들으며 반복 학
습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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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일본어 메뉴판 읽기 초・중급

황미진 지음｜115×180｜200쪽｜11,500원｜초판1쇄 2017년 9월 출간

식도락 천국 일본에서 내 맘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음
식 메뉴를 알려준다. 일본어를 몰라도 일본어로 된 메뉴판은 읽을 수 있
다. 스시, 라멘, 야키니쿠, 편의점 음식, 디저트 등 크게 18가지로 음식들
이 분류되어 있으며, 일본 맛집 덕후가 뽑은 300여 개의 음식을 소개한
다. 식당에서 필요한 회화 표현과 단어의 MP3파일을 넥서스 홈페이지에
서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일본어 회화 100일의 기적 초・중급

윤선경 지음｜148×210｜236쪽｜13,0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일본어 기초 회화를 10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길 묻
기, 음식 주문하기 등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꼭 하게 되는 말, 그리고 일본
에서 생활하면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 회화 표현들이 담겨 있다. 
원어민 MP3 파일과 저자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여행일본어 100일의 기적 초・중급

황미진 지음｜148×210｜264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또는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100가지 상황별 
표현들을 정리하였다. 여행 일본어 필수 단어 및 표현 그리고 여행 도우
미 꿀팁도 알려 준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일본어를 잘 모르
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학 일본어 첫걸음 - 한 걸음 더 초・중급

황미진 지음｜188×257｜176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11월 출간

<일본어 첫걸음> 책 한 권을 마친 학습자들이 그다음 중급 단계로 넘어가
기 전에 보는 책이다.  이 책은 일본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주면서 N3 
시험이나 실전 회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별책부록 단어장이 포
함되어 있으며, 혼자 공부하는 독학자들을 위해 동영상강의 등 10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한자 초・중급

황미진 지음｜164×245｜248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일본어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기초 한자 약 900개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000여 개의 한자어 중에서도 왕초보 필수 한자어는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일과 한자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초
판 한정으로 한자 쓰기 노트를 증정합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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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실력을 키워 가는 

  new 우키우키 일본어 회화 시리즈 

이제는 입 밖으로 내어 말해 보는 시간 ! 

초급회화    기초 문법 마스터 후에 배우는 한인 회화 2개월 코스

초중급회화    본격 중급 회화로 넘어가기 전 실력을 다지는 2개월 코스 

중급회화    자연스러운 일본어 구사를 위한 일본인 회화 2개월 코스

고급회화    유창한 회화 실력을 키우는 프리토킹 2개월 코스

우키우키 일본어 회화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급

초급회화       강경자 지음｜120쪽｜13,000원(포켓북 포함)｜초판1쇄 2006년 5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초중급회화 나가하라 나리카츠 지음｜184쪽｜15,000원｜초판1쇄 2008년 9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중급회화       나가하라 나리카츠 지음｜168쪽｜13,000원｜초판1쇄 2006년 8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고급회화       나가하라 나리카츠 지음｜168쪽｜13,000원｜초판1쇄 2007년 11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4개월 만에 일본어 기본 문법 완전 마스터

다양한 롤플레이로 신나고 재미있는 수업

10여 년의 현장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일본어 정통 교재

■  단계별로 실력을 키워 가는

  new 우키우키 일본어 입문 시리즈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일본어 수업 시간 ! 

우키우키 일본어 STEP 1~4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STEP 1 강경자 지음｜124쪽｜10,000원(워크북 포함)｜초판1쇄 2005년 11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STEP 2 강경자 지음｜112쪽｜10,000원(워크북 포함)｜초판1쇄 2005년 11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STEP 3 강경자 지음｜104쪽｜10,000원(워크북 포함)｜초판1쇄 2005년 12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STEP 4 강경자 지음｜104쪽｜10,000원(워크북 포함)｜초판1쇄 2006년 1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우키우키 일본어 상・하  MP3 무료 다운로드

상  강경자 지음｜224쪽｜15,000원(워크북 포함)｜  

초판1쇄 2006년 7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하  강경자 지음｜192쪽｜15,000원(워크북 포함)｜  

초판1쇄 2006년 7월,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상』은 STEP 1과 STEP 2의 합본이고, 『하』는 STEP 3과 STEP 4의 합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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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타노시이 일본어 회화 시리즈

문법 따지며 말하는 회화는 이제 그만!

타노시이 일본어 회화  MP3 무료 다운로드 | 본문 번역 무료 다운로드  

1단계           이나가와 유우키 지음｜188×257｜160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2단계           이나가와 유우키 지음｜188×257｜160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3단계(프리토킹)   이나가와 유우키 지음｜188×257｜136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5월 출간

※ 본 도서의 CD(본문 MP3 음원, 학습 지도서, 본문 패턴 PPT)는 강사용으로 지급됩니다.

문법과 표현 학습을 마친 후에 배우는 일본어 회화

네이티브 회화 콘셉트로 한글을 최소화한  구성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대응하는 힘을 키워 가는  회화 교재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일본어

■  즐거운 일본어 수업을 위한 
  타노시이 일본어 입문 시리즈  

일본어 기본 문법 4개월 완성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 향상

일본어 기본기를 다져 주는 워크북 포함

타노시이 일본어 STEP 1~4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STEP 1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120쪽｜11,000원(워크북,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4월 출간

STEP 2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104쪽｜11,000원(워크북,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STEP 3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112쪽｜11,000원(워크북,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STEP 4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112쪽｜11,000원(워크북,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타노시이 일본어 상・하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상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216쪽｜14,500원 

   초판1쇄 2010년 5월, 2판1쇄 2018년 9월  출간

하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문광자 감수｜188×257｜208쪽｜14,500원 

   초판1쇄 2010년 8월 2판1쇄 2018년 9월  출간

※『상』은 STEP 1과 STEP 2의 합본이고, 『하』는 STEP 3과 STEP 4의 합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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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일본어능력시험에에서는 독해, 청해 영역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

었고, 文の立て組、文章の文法、統合理解(N1, N2)、情報検索、即時応答(N3)의 새

로운 문제 유형도 등장하였다. 지금부터 넥서스 HOW TO 일본어능력시험과 함께 확

실하게 분석하고 학습하여 합격하자! 

■ JLPT 합격 전략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시리즈 

개정 일본어능력시험 유형 완벽 적용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시리즈   무료 온라인 강의(N2)MP3 무료 다운로드  

N1 이민정 지음｜188×257｜본책 360쪽｜28,000원｜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N2 이민정 지음｜188×257｜본책 364쪽｜28,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N3 강연주・박혜원 지음｜188×257｜본책 308쪽｜28,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각 권 별책 : 모의테스트(100쪽 내외), 정답 및 해설(150쪽 내외), 문자어휘 포켓북(72쪽), 청해 MP3 CD 1장

각 레벨 본책과 모의테스트 분권 

N1 / N2 / N3 본책｜각 20,000원  

N1 / N2 / N3 모의테스트｜각 5,000원

MP3 무료 다운로드

■ JPT 점수대별 완벽 가이드  
  HOW TO JPT 시리즈

다년간 JPT 강의만 전담해 온 저자가 직접 JPT의 노하우를 알려 준다. 청해 4파트와 독

해 4파트의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파트 

유형 미리보기를 통해 문제 풀이 요령을 제시하였고, 꼭 알아야 할 어휘, 문법, 표현을 집

중 정리하였다.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OMR 카드에 직접 체크하며 테스트해 볼 수 있

다.

HOW TO JPT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JPT 실전공략 600 

송수영 지음｜188×257｜본책 356쪽｜25,000원(해설 및 정답,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HOW TO JPT 실전공략 800

송수영 지음｜188×257｜본책 408쪽｜25,000원(해설 및 정답,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2년 8월 출간

만점공략 JPT 실전테스트 3회분

송수영 지음｜188×257｜200쪽｜13,000원(MP3 CD 1장, 모바일 해설집 포함)｜초판1쇄 2013년 3월 출간



일
본

어
  N

E
X

U
S

 JA
PA

N
E

S
E

 P
R

O
G

R
A

M

일
본

어
  N

E
X

U
S

 JA
PA

N
E

S
E

 P
R

O
G

R
A

M

 126  127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N1 

문자・어휘편 구세영 지음｜188×257｜288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문법편 김선주 지음｜188×257｜224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독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이누이 히로시・키다 카요코 지음｜188×257｜304쪽｜13,000원｜

 초판1쇄 2011년 12월 출간

청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우사미 요오코・키다 카요코 지음｜188×257｜256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N2 

문자・어휘편 김선주・임명숙 지음｜188×257｜220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문법편 임명숙・김선주 지음｜188×257｜220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독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이누이 히로시・키다 카요코 지음｜188×257｜260쪽｜13,000원｜

 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청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이누이 히로시・키다 카요코 지음｜188×257｜228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N3

문자・어휘편 구세영 지음｜188×257｜288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문법편 구세영 지음｜188×257｜224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독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이누이 히로시・키다 카요코・겐코 히로아키 지음｜188×257｜256쪽｜

13,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청해편  문광자・오타 요시에・이누이 히로시・키다 카요코・이나가와 유우키 지음｜188×257｜188쪽｜

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MP3 무료 다운로드

HOW TO 일본어능력시험 파이널테스트  MP3 무료 다운로드

N1  오다카 요코・호도타 아야 지음｜188×257｜  

116쪽｜8,0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N2  오다카 요코・호도타 아야 지음｜188×257｜  

116쪽｜8,0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2년 6월 출간

N3  오다카 요코・호도타 아야 지음｜188×257｜  

112쪽｜8,000원(MP3 CD 1장 포함)｜  

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 각 레벨 모의테스트 2회 분량을 수록하였다.

유형 분석하고, 반복 학습하고, 모의테스트로 확인하고, 고득점하자! HOW TO 일본어

능력시험 시리즈의 영역별 수험서이다. 새로워진 일본어능력시험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다. 다량의 예상 문제와 실전과 똑같

은 구성의 파이널 모의테스트를 제공한다.

■ 유형 분석하고, 반복 학습하고, 모의테스트로 확인하자!   
  HOW TO 新일본어능력시험 영역별 시리즈 

개정 일본어능력시험 파트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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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필기노트 일상회화•여행회화 초・중급

황미진 지음｜174×225｜160쪽｜각 권 8,0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쓰면 외워진다! 세 번 쓰면 자동암기! 책에 직접 쓰면서 회화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일단 듣기, 세 번 쓰기, 말하기의 세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일본어 일상회화와 여행회화 필수 표현 300문장을 통암기
할 수 있다.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회화 훈련 MP3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NJOY 여행 일본어 초・중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15×180｜216쪽｜9,000원｜초판1쇄 2016년 3월 출간

일본어 몰라도 OK! 영어가 안 통하는 일본에서 왕초보 일본어로 여행 즐
기기!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표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왕초보 눈높
이에 맞춘 쉽고 간단한 표현들이 수록되어 있다. 바쁜 여행자들을 위해 
자주 쓰는 표현 Best 30과 기초회화 패턴 10을 별도로 정리하여 단어만 
바꿔 넣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가장 쉬운 여행 일본어 초・중급

김수정・반노 신지 지음｜110×160｜360쪽｜7,500원｜초판1쇄 2002년 1월, 3판1쇄 2011

년 2월 출간

일본 여행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재미있는 일본 정보와 속이 꽉 찬 여행 
일본어가 생생한 일본을 만나게 해 준다. ‘일본 여행, 내 맘대로 즐기기’와 
‘일본어 자유자재로 말하기’의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광 
정보와 일본어를 몰라도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회화 표현을 
모아 놓았다.     MP3 무료 다운로드

쓰면 바로 외워지는 기적의 일본어 펜맨십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88×240｜152쪽｜6,000원｜초판1쇄 2004년 6월, 2판1쇄 

2008년 3월 출간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일본어 문자 쓰기를 연습하는 책으
로, 낯설고 요상하게 생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
들을 위한 책이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었
던 단어나 재미있는 연상법을 통해 암기하면 어휘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그런 일본어 없습니다 초・중급

최은준 지음｜150×200｜344쪽｜14,5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실수 없이 당당하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틀리기 쉬
운 일본어 표현을 담았다. 168개의 에피소드를 설정하여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인지 익히고 올바른 회화의 길을 안내해 준다. ‘이런 말 있
을까요?’, ‘일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코너를 통해 잘못 알고 있던 표
현을 바로잡고 일본인처럼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관광 일본어 중급

기타자와 아키히꼬 지음｜188×257｜144쪽｜13,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한국 학생이 일본인 관광객 부부를 안내하는 구성으로 실제 현장에서 쓰
이는 생생한 회화문을 담았다. 중급 레벨의 기능어를 예문으로 익히고 
문제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 16개의 TOPIC으로 학습자가 가
장 어려워 하는 가타카나, 관광 용어, 음식, 인명 등 다양한 관광 용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너도 일본 애들처럼 말해봐 초・중급

임승진・모토야마 다카코 지음｜165×215｜192쪽｜11,500원｜2판1쇄 2010년 4월 출간

지나와 다카코가 들려주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이야기. 지나와 다카코의 
생생한 체험담, 생각 등이 담긴 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회화체 문장으로 쓰여 있어 일본어 초중급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함께 실었으며, 일본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회화 표현을 익힌다.

왕초보 일본어패턴 200 플러스 초급

이나가와 유우키 지음｜174×225｜248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200개의 패턴을 통해 보다 쉽게 일본어 기초 회화와 문법을 학습할 수 있
다. 단계별 훈련과 복습으로 왕초보 학습자들이 일본어 말문을 트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설강의 MP3, 단어노트 등 6가지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
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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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우키우키 일본어 작문 초・중급

초급  윤선경 지음｜고마츠자키 유키타카 감수｜188×257｜232쪽｜13,000원(워크북 PDF 무료 

제공)｜초판1쇄 2007년 1월, 3판1쇄 2016년 12월 출간

중급  윤선경 지음｜고마츠자키 유키타카 감수｜188×257｜272쪽｜13,500원(워크북 PDF 무료 

제공)｜초판1쇄 2010년 4월, 2판1쇄 2016년 12월 출간

문법을 복습하면서 작문 연습을 하는 교재이다. 친구와의 메일, 실생활에 
밀접한 실용적인 문장을 작문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 작문 
연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 PDF파일을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한다.

일본어 작문 트레이닝 중・고급

다바타 미쓰코・신은아 지음｜188×257｜240쪽｜14,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2년 

11월 출간

‘단문 쓰기-주요 문형 보기-패턴 쓰기 연습-잘못된 표현 찾기-테마 쓰
기에 도전’ 다양한 테마로 단계별로 문장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 편지, 이메일, 초대장, 비즈니
스 이메일 쓰기 등을 익힐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일본어 번역 스킬 중・고급

강방화・손정임 지음｜145×215｜312쪽｜12,000원(외래어 한글 표기 용례집 포함)｜초판 

1쇄 2011년 12월 출간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한 핵심 기술만 뽑았다. 번역자가 갖
춰야 할 기초 지식과 TIP, 올바른 한국어 표기법과 잘못 쓰기 쉬운 한
국어 표현을 실었다. 또한 일본어 문장 속에서 어휘의 올바른 번역과 
단문부터 칼럼까지 다양한 글들을 번역해 보도록 실전 번역 코너를 
구성하였다.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단어장 초급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지음｜146×192｜216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1월 출간

일본어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단어 600여 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단어 1,700여 개를 수록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책 속의 QR코드를 스
캔하면 MP3 파일과 단어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한번 읽고 끝내는 속성 일본어 기초 문법     초급

황요찬 지음｜150×210｜152쪽｜7,000원｜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5일씩 6주 학습으로 구성된 기초 문법책으로, 초급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문법만을 골라 예문과 함께 설명하였다. 주말에는 그 주에 공부
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였다. 휴대가 가능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
서든 학습이 가능하여 일본어 문법의 기초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다.

기초를 확실하게 일본어 문법 트레이닝     초급

김정은 지음｜188×257｜208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11월 출간

히라가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어 기초 문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였다. 또한 명사·동사·형용사 등 각종 
활용 표현부터 조사까지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였고, 어렵
고 헷갈리는 표현을 TIP, POINT, 문법 PLUS 등에서 상세히 정리하였다. 

혼자서도 너무 쉬운 넥서스 독학 일본어 문법 초・중급

송현미 지음｜188×257｜184쪽｜11,000원(포켓북 포함)｜초판1쇄 2007년 4월 출간

일본어 첫걸음 단계를 마치고 문법 학습을 할 수 있는 독학용 교재이다. 
일본어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표와 예문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하였다. 매 과에 연습문제를 실어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어휘력 향상
을 위한 문자·어휘 포켓북을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new 우키우키 일본어 독해 초・중・고급

기타지마 치즈코・구미라 지음｜188×257｜144쪽｜각 권 10,000원

초급  초판1쇄 2006년 1월, 3판1쇄 2016년 12월 출간

중급  초판1쇄 2006년 3월, 3판1쇄 2016년 12월 출간

고급  초판1쇄 2006년 4월, 3판1쇄 2016년 12월 출간

독해 이제 찍지 말고 다 풀자! 단문부터 장문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
이를 통해 학습자의 지문 적응력을 키우고 자세한 해설로 독해의 기본기
를 쌓을 수 있다.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어능력시험은 
물론이고 JPT 고득점에도 대비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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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 한일사전 초・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엮음·히라키 다카노리 감수｜120×187｜1,504쪽｜35,000원｜초판 

1쇄 2009년 7월 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최신 한일사전이다. 기본 표기
법은 표준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대어를 중심으로 컴퓨터 및 인
터넷 용어 등 최신 신어를 수록하였다. 한글 표제어의 뜻을 쉽게 알 수 있
도록 한글 풀이를 병행하였다. 일상생활 용어를 한눈에 익힐 수 있는 다
량의 도해사전을 실었다.

넥서스 일본어한자읽기사전 초・중・고급

오현숙 편저｜120×188｜1,216쪽｜23,000원｜초판1쇄 2006년 7월 출간

누구나 쉽게 찾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한자읽기사전』의 혁신판
이다. 표제자 3,500여 자와 표제어 76,000여 개를 수록하였다. 현대 일
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어휘를 위주로 다루었으며, 훈독과 음독, 
역훈과 역음, 난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어려운 인명과 지명을 

자음순으로 부록에 별도 수록하였다.  APP 유료 다운로드

일본어 문법사전 초・중・고급

송수영 지음｜174×245｜416쪽｜17,800원｜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꼭 알아야 할 필수 문법을 총망라하여 기초 문법에서 고급 문법까지 한권
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정통 문법서이다. 초중급/중고급 문법으로 나눠 
레벨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며 구어체 중심의 풍부한 예문을 수록하였다. 
단어나 표현의 비교나 추가적인 설명을 TIP으로 정리하였다. 일본어능
력시험이나 JPT 등 각종 시험 대비서로도 손색없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다 있는 일본어일기 표현사전 중・고급

넥서스사전편찬위원회 편저｜175×246｜640쪽｜25,000원｜초판1쇄 2006년 12월, 2판 1

쇄 2019년 2월 출간 

(별매 워크북 : 175×246｜112쪽｜3,000원｜초판1쇄 2006년 12월, 2판 1쇄 2019년 2월 출

간)

하루 24시간과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을 자세히 구분하여 
예문을 실었다. 21개의 일기 견본을 통해 실제로 일기를 쓰는 형식을 익
힐 수 있다. 각 과의 관련어를 박스에 모아 정리하였다. 모든 한자어에 독
음을 붙여서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일상에 많이 쓰는 표현을 패턴 

30으로 따로 문법 정리를 하였다.  APP 유료 다운로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왕초보 일본어 단어장 초급

넥서스JAPANESE 교재개발연구회 지음｜110×164｜208쪽｜8,500원｜초판1쇄 2005년 4월 

출간

일상생활을 16개의 주제로 나누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정리하였다. 1단 
계에서는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단어를 그림과 함께 기억하고,  
2단계에서는 예문을 통해 단어의 쓰임을 익힌다. 3단계에서는 한 단계 수
준 높은 단어를 수록하고, 4단계에서는 연습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일본어능력시험, JPT에 꼭 나오는  일본어 한자 끝내기   중・고급

송현미 지음｜188×257｜240쪽

上  15,000원(단어장, MP3 CD 1장 포함(한자 쓰기 데이터))｜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下  15,000원(단어장, MP3 CD 1장 포함(한자 쓰기 데이터))｜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새롭게 개정된 일본어능력시험과 JPT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어 
한자 400字를 뽑았다. 上권은 N4~N3 레벨의 한자 200字를, 下권은 
N2~N1 레벨의 한자 200字를 실었다. 한자를 쓰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
고 듣기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음원 CD는 물론이고 상용한자 부록, 
한자 쓰기 펜맨십까지 갖춘 한자 교재이다.    MP3 유료 다운로드

일본어 JPT 핵심 VOCA 990 중・고급

최은준 지음｜140×200｜360쪽｜11,000원｜초판1쇄 2005년 4월, 2판1쇄 2012년 12월 

출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어휘 암기를 위하여 점수대를 표시
하여 선택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각 PART에 적합한 어휘, 표현, 문법 사항 
정리하였다.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문을 통한 어휘와 독해 실력을 업
그레이드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일본 문화 초・중・고급

마에다 히로미 지음｜170×200｜344쪽｜14,500원｜초판1쇄 2008년 12월 출간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엔 뭔가 이
유가 있다. 일본인이 명쾌하게 풀어주는 일본·일본인·일본 문화! 벚꽃
에 열광하고, 도시락을 기가 막히게 싸고, 시간 개념 제대로 박힌, 완전 친
절한 사람들이 사는 일본을 파헤쳐 보자! 한글 옆에 일본어와 독음을 달
아 글을 읽으면서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다. 함께 들어간 사진을 감상하면
서 살짝 일본 구경도 해 보자.   e - 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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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출간 도서 목록

바짝 시작해 바짝 끝내는 단기 속성 일본어 초급

히라키 타카노리 지음｜188×257｜232쪽｜15,000원(펜맨십,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4월, 2판1쇄 2009

년 10월 출간(구 인조이 일본어)

A+ CAMPUS 일본어  MP3 무료 다운로드 유료 온라인 강의  초・중급

하세가와 유미・다바타 미쓰코 지음｜188×257

상  216쪽｜13,000원(워크북, 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11월 출간

하  112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7년 6월 출간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중급  MP3 무료 다운로드  중급

김정미 지음｜188×257｜208쪽｜13,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4월 출간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첫걸음 초급

나가무라 가쓰야 지음｜148×210｜176쪽｜15,0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라꾸라꾸 한국어 중급 중급

나가무라 가쓰야 지음｜150×210｜224쪽｜15,0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7년 12월 출간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는 일본어 회화 집중 트레이닝 초•중급

고바야시 히토미 지음｜188×257｜144쪽｜11,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1월 출간

난생 처음 독학 일본어 회화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김지민・박세리 지음｜188×257｜192쪽｜13,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미수다 사유리의 일본어 리얼토크 MP3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후지타 사유리 지음｜148×210｜304쪽｜13,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9년 10월 출간

일본어 듣고・쓰고・말하기 MP3 유료 다운로드  초・중급

다바타 미쓰코・장은영 공저｜188×257｜240쪽｜15,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일본어 발음 MP3 무료 다운로드  초・중급

도다 다카코 지음｜188×245｜168쪽｜15,5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7년 4월, 2판1쇄 2010년 8월 출간

(구 일본어 발음 레슨)

내 손 안에 NEW JLPT 합격 단어장                     중・고급

N1~N2  황미진 지음｜140×198｜392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N3~N5  황미진 지음｜140×198｜288쪽｜10,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일본 문화 - 시네마편               초・중・고급

한일문화연구원 지음｜154×210｜404쪽｜17,500원｜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일본 문화 - 명언・유행어편               초・중・고급

최석영 지음｜170×200｜348쪽｜16,500원｜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우키우키 일본어 회화 사전 중・고급

권연수 지음｜145×215｜676쪽｜20,000원｜초판1쇄 2004년 2월, 2판1쇄 2017년 3월 출간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한 어휘 선택과 상황
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깃거리를 풍성
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언어 습관을 포함하여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황에 맞는 생생한 일본
어 표현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찾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책이다.

MP3 무료 다운로드 APP 유료 다운로드

일본어 표현사전 중・고급

남창임・세키 요코 지음｜145×215｜752쪽｜23,500원｜초판1쇄 2006년 9월 출간

약 700개의 일본어 표현 용례와 더불어 문법적 쓰임까지 수록하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고, 위트 있는 
회화체와 문장체를 용례로 실었다.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번역을 위주로 
하여 의역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본어의 미묘한 뉘앙스

까지 익힐 수 있다.  APP 유료 다운로드

일본어 통번역사전 중・고급

우기홍 편저｜145×215｜464쪽｜18,000원｜초판1쇄 2007년 2월 출간

일본어 통번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풍부한 용어와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최신 용어들을 중심으로 실었으며,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다양
한 용례와 친절한 용어 설명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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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이 터지는 프랑스어 첫걸음 초급

최내경・Eric Perriard 지음｜174×245｜164쪽｜15,9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2년 8월 출간

규칙만 알면 간단한 프랑스어! 알파벳 발음부터 회화문, 단어까지 모두 
원어민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 캐릭터 주인공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회화를 배우며 동사와 형용사 변화 등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자
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각 Unité이 끝날 때마다 Bilan에서 확
인 문제를 풀며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말 부록으로 문
법 개요, 동사 변화표, 분야별 단어장을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파리・프랑스어 이야기 초급

한상철・김성희 지음｜174×245｜164쪽｜13,500원｜초판1쇄 2011년 10월 출간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도 가볍게 읽으면서 파리 사람, 생활, 문화와 간
단한 프랑스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다.  ‘파
리지앵에게 배워봐’에서는 일상용어, 표현, 프랑스인의 습관 등을 이야기
하였다. ‘파리지앵에게 말 걸어봐’에서는 상황에 따라 회화문을 보여 주
며 한글 발음도 표기하여 초급자도 볼 수 있도록 했다. 

DELF•회화를 위한 프랑스어 단어 표현집 초급

김선미・조은라 지음｜152×225｜332쪽｜15,000원｜초판1쇄 2014년 5월 출간

단어와 표현 파트에서는 자주 쓰이는 어휘와 표현들을 예문과 함께 제시
하고, 표현의 난이도를 DELF 급수로 표기하여 수준별, 체계적 학습이 가
능하다. 테마별 회화편에서는 기본 단어를 활용한 다양한 상황의 회화문
을 제시하여 어휘의 쓰임과 뉘앙스를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 단순한 어
휘 암기가 아니라 다양한 예문과 회화문을 통해 프랑스어의 완벽한 쓰임
과 뉘앙스를 익힌다.  MP3 무료 다운로드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 첫걸음 초급

조대현 지음｜188×257｜216쪽｜18,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13년 2월 출간

브라질에서는 무력 1억 9천 9백만 명이 쓰는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발음
부터 문법, 상황별 회화까지 한번에 학습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을 위해 한글로 발음을 표기했으며, 현지 생활로 설정한 회화문에 자세한 
문법 설명을 붙였다. 부록으로 동사 변화표, 일상 어휘들을 정리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기타 외국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유럽 지역 언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 세계에서 영어와 중국어에 이어 많이 사용되는 스페인

어, 이 외에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

재입니다.

말문이 터지는 스페인어 첫걸음(3판) 초급

최혜숙 지음｜185×225｜240쪽｜14,000원(단어장,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4년 

1월, 3판1쇄 2014년 2월 출간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쉽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고안
한 교재이다.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문법과 실전 회화, 다양한 연습문제
를 실었다. 교재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으로 스페인어의 말문이 터질 것이

다.   MP3 무료 다운로드

문법・회화까지 기초를 탄탄하게 초급 스페인어(개정판) 초급

유연창 지음｜188×257｜320쪽｜16,500원(CD 1장 포함)｜초판1쇄 2007년 11월, 2판1쇄 

2011년 6월 출간

스페인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문법, 문형, 회화를 핵심 정리하였다. 알
파벳과 발음에서는 상세한 설명과 발음 도표를 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형을 예문으로 활용하고. 회화 텍스
트에서는 일상생활 속 기본적인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서한·한서 단어장

을 수록하였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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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끝내는 독학 프랑스어 첫걸음 초급

염찬희 지음｜188×257｜240쪽｜17,0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혼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독학자 맞춤형 교재
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단어장이나 다른 참고서를 사지 않아도 이 책 
한 권만으로 충분히 프랑스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본책과 함께 부록으로 단어장, MP3 CD를 제공하며, 혼자 공
부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총 8가지 독학용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프랑스어 단어장 초급

김정란 지음｜146×192｜224쪽｜25,0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단어 600여 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단어
약 2,000개를 수록하였다.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일과 단
어 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DELF A1 초급

A1  김선미・김성희・한상철 지음｜188×257｜228쪽｜23,000원(별책 해설집, 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6년 11월, 2판1쇄 2013년 5월 출간

A2  김선미・김성희・한상철 지음｜188×257｜340쪽｜25,0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

판1쇄 2007년 9월, 2판1쇄 2014년 9월 출간

B1  김선미・한상철・김성희 지음｜188×257｜212쪽｜22,5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

판1쇄 2010년 6월, 2판1쇄 2017년 3월 출간

B2  김선미・한상철・김성희 지음｜188×257｜224쪽｜23,000원(별책 해설집 포함)｜초

판1쇄 2012년 3월, 2판1쇄 2017년 3월 출간

프랑스어 관련 진학, 유학, 취업에 필수 자격증인 프랑스 정부 공인 프랑
스어능력인증시험 DELF(델프)를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영역별 필수 학
습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였고,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말하기’  연
습문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최신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 모의
고사를 구성했으며, 해설·정답은 별책으로 구성하여 독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MP3 유료 다운로드

스페인어 회화 100일의 기적 초・중급

민킴 지음｜148×210｜236쪽｜13,800원｜초판1쇄 2018년 9월 출간

스페인어 기초 회화를 10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미
있는 상황의 다이얼로그를 통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지에서 직접 녹음한 원어민 MP3 파일로 리얼한 스페인어 회화를 익힐 
수 있고, 외국어 덕후 민킴 저자의 해설강의가 스페인어 표현 이해를 도

와준다.     MP3 무료 다운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초급

임창희 지음｜188×257｜192쪽｜15,000원｜초판1쇄 2017년 9월 출간

혼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독학자 맞춤형 교재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단어장이나 다른 참고서를 사지 않아도 이 책 한 
권만으로 충분히 스페인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책과 함께 부록으로 단어장, MP3 CD를 제공하며, 혼자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총 8가지 독학용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스페인어 단어장 초급

곽은미 지음｜146×192｜216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단어 600여 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단어 
약 1,700개를 수록하였다.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일과 단
어 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초급

레나 지음｜188×257｜192쪽｜16,000원｜초판1쇄 2018년 4월 출간

혼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독학자 맞춤형 교재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단어장이나 다른 참고서를 사지 않아도 이 책 한 권
만으로 충분히 러시아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책과 함께 부록으로 단어장, 필기체 노트를 제공하며, 혼자 공부하는 학
습자들을 위해 총 9가지 독학용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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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여행 외국어 시리즈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외국어 몰라도 여행이 즐겁다!

 ENJOY 여행 외국어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여행 영어 115×180｜232쪽｜9,000원 여행 스페인어 115×180｜152쪽｜6,500원

여행 일본어 115×180｜216쪽｜9,000원 여행 독일어 115×180｜152쪽｜6,500원

여행 중국어 115×180｜184쪽｜7,000원 여행 러시아어 115×180｜152쪽｜6,500원

여행 프랑스어 115×180｜152쪽｜6,500원

■  가장 쉬운 여행 외국어 시리즈 

가장 쉬운 여행 외국어 시리즈  MP3 무료 다운로드  초급

여행 영어 안종기 지음｜328쪽｜8,000원 여행 프랑스어 최내경 지음｜272쪽｜10,000원

여행 일본어 김수정, 반노 신지 지음｜360쪽｜7,500원 여행 스페인어 유연창 지음｜368쪽｜9,000원

여행 중국어 화서당, 한민이 지음｜368쪽｜7,500원 여행 러시아어 이수연 지음｜328쪽｜11,000원

나혼자 끝내는 독학 독일어 첫걸음 초급

안희철 지음｜188×257｜236쪽｜16,500원｜초판1쇄 2017년 1월 출간

독일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독학자를 위한 책이다. 20일 만에 
독일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독학용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 책 한 권으로 복습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독일어 회화 100일의 기적 초・중급

안희철 지음｜148×210｜236쪽｜13,8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독일어 기초 회화를 10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
는 상황의 다이얼로그를 통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어
민 MP3 파일로 리얼한 독일어 회화를 익힐 수 있고, 저자의 해설강의가 
독일어어 표현 이해를 도와준다.

MP3 무료 다운로드

나혼자 끝내는 독일어 단어장 초・중급

안희철 지음｜146×192｜216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독일어 독학자들이 혼자서 30일 만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단어 약 600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단어 약 2,000개를 수록하고 있다.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MP3 파
일과 단어 암기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한번에 끝내는 독일어 문법 초중급편 초・중급

안희철 지음｜188×257｜224쪽｜15,000원｜초판1쇄 2019년 4월 출간

어려운 독일어 문법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문법서! 독일어 입
문자부터 중급자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A1-B1 레벨의 문법을 빠짐
없이 담았다. 언제 어디서나 듣고 따라 말하는 원어민 음성 MP3 파일과 
초급 독학자들을 위한 유료 강의까지 제공하여 혼자 공부하는 학습자들
도 쉽게 독일어 문법을 완전 정복한다! 

MP3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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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인증시험 실전 모의고사 5회분

최지평 지음｜국배판｜316쪽｜19,800원｜초판1쇄 2012년 8월 출간

가장 잘 틀리고 어려워하는 문제부터 최신 경향에 맞춘 문제까지 모두 담
았다. 5회분의 실제 시험에 가까운 모의고사로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어 시험장 가기 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새롭게 개발한 450문
항으로 단기간에 ToKL을 정복해 보자.    MP3 무료 다운로드

국어능력인증시험 완벽 준비서

이문성 지음｜사륙배판｜564쪽｜29,800원｜초판1쇄 2009년 4월 출간

풍부한 배경 지식이 녹아 있는 지문과 함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원리가 반영된 풍부한 내용의 영역별 문제, 감각을 살리는 심오한 
인지 활동 영역별 문제를 실었다. 특목고 진학 및 대학 입시, 공사·공단 
및 공무원 임용, 언론사 및 기업체 입사 등 각종 국어 시험을 완벽하게 대
비할 수 있다.    MP3 무료 다운로드

KBS 우리말 겨루기 기출문제은행

KBS 우리말 겨루기 작가진 지음｜사륙배판｜376쪽｜23,0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퀴즈로 풀어 보는 나의 우리말 실력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우리글로 만든 
워드퍼즐! 풀면 풀수록 빠져드는 지식 게임! 이제 책으로 도전한다! 유형
별로 정리한 <우리말 겨루기> 기출문제로 우리말 실력을 점검하고, ‘우리
말 달인’에 자신 있게 도전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1종・2종 공통

도로교통공단 출제｜국배판｜224쪽｜11,200원(핵심요점정리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문제 QR

코드 제공)｜초판 1쇄 2018년 3월 출간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 1000문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전모의고사 3회분까지 제공하여 이 
책 한 권이면 100% 합격을 보장한다. 휴대와 학습에 편리한 콤팩트 사이
즈, 문제와 답만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색으로 표시한 정답, 간편한 동영
상 문제 QR 코드가 특징이며 핵심 요약 정리를 PDF로 제공한다.  

일반 수험서
각 분야의 공무원 시험이나 대입 수능 시험, 대기업 입사 시험 등에

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각종 자격증 시험의 내

용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막상 시험으로 준비하면 막막하기

도 합니다. 넥서스는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

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수험서를 통해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단번에 끝내기

우리말연구회・서종석 지음｜사륙배판｜336쪽｜20,000원(듣기영역 무료 MP3 포함)｜초판 1

쇄 2015년 9월 출간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을 면밀히 분석, 핵심 이론을 정리하여 
시험에 필요한 국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론을 문제 
풀이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최신 기출 패턴을 재현한 실전 문제를 풍부
하게 수록하였다. 기존 유형의 문제부터 신(新)유형 문제까지 적절히 배
분되어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과 동시에 어느 유형의 문
제라도 어려움 없이 해결할 능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MP3 무료 다운로드

KBS 한국어능력시험 1・2 기출문제｜해설집 

KBS 한국어연구회 지음｜사륙배판｜(1권)528쪽, (2권)552쪽｜각 권 28,000원(듣기 영역 

CD 1장 포함)｜(1권)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2권)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KBS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해설집! 각 권마다 기출문제 3회분과 20여 명
의 출제진이 직접 풀어 쓴 자세한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 학습 방향을 수
록했다. 시험 안내에서 결과 분석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각 기업체 취업, KBS·EBS 등 언론사 입사, 특목고·대학 입시에 꼭 
필요한 학습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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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어·일반 수험서 출간 도서 목록

카페 스펭글리시
최혜숙 지음｜188×257｜180쪽｜11,000원(MP3 CD 1장  포함)｜초판1쇄 2008년 3월 출간

난생 처음 프랑스어 쓰기
김선미 지음｜188×257｜232쪽｜12,000원｜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Survival Korean
스티븐 리비어 지음｜170×235｜272쪽｜20,000원｜초판1쇄 2005년 1월, 2판1쇄 2015년 8월 출간

Survival Korean Basic Grammar Skills
스티븐 리비어, 진제희 지음｜170×235｜252쪽｜20,000원｜초판1쇄 2007년 4월, 2판1쇄 2015년 8월 출간

KBS 한국어능력시험 완벽 준비서(총 3권)

최지평 지음｜사륙배판 변형｜1,148쪽｜39,8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 십년사 - 지방직 및 특수직  
최지평 지음｜사륙배판｜604쪽｜25,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3~4급   eBOOK 유료 다운로드

임호택 편저｜사륙배판｜558쪽｜30,0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1~2급
임호택 편저｜사륙배판｜556쪽｜30,000원(서브노트 무료 제공)｜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운전면허 학과시험 100% 적중문제집 1종ㅣ2종

도로교통공단 지음｜380・260｜(1종)128쪽, (2종)120쪽｜각 권 10,000원(동영상 출제문제 CD 및 QR 코드 제공)｜(1종, 2

종) 초판 2015년 2월 15일 출간

운전면허 필기시험문제 1종・2종 공통

도로교통공단 출제｜타블로이드판｜176쪽｜11,200원(핵심요점정리 무료 다운로드, 동영상 문

제 QR코드 제공)｜초판 1쇄 2019년 1월 출간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 1000문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전모의고사 3회분까지 제공하여 이 
책 한 권이면 100% 합격을 보장한다. 시원시원한 판형의 타블로이드 사
이즈, 문제와 답만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색으로 표시한 정답, 간편한 동
영상 문제 QR 코드가 특징이며 핵심 요약 정리를 PDF로 제공한다.  

우리말 겨루기

KBS 우리말겨루기 작가진 지음｜신국판 변형｜292쪽｜9,500원｜초판1쇄 2006년 10월 

출간

유쾌한 캐릭터와 함께 풀어 가는 우리말 퀴즈! 항상 사용하고 있지만 언
제나 헷갈리는 것이 우리말이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우리말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재치 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말의 어원에서부터 최신 
유행어까지 우리말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진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형별 기출문제집 중급

김태원 지음｜사륙배판｜268쪽｜18,000원｜초판 1쇄 2015년 7월 출간

2013~2015년에 시행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최신 기출문제만을 모아
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출제 유형과 테마를 분석하였다. 단원 핵심 정리를 
통해 전체 맥락을 훑고, 유형별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 해설 - 오답 분
석 - 합격 포인트로 이어지는 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마스터하
자. 파이널 실전문제로 실전 감각까지 익히면 고득점 합격은 문제없다.

국사르바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중노트 중급｜고급 

임호택 편저｜사륙배판｜(중급)260쪽, (고급)408쪽｜(중급)19,800원, (고급)25,000원｜(중

급)초판 1쇄 2015년 4월 출간, (고급)초판 1쇄 2016년 7월 출간

이 책을 쓴 국사르바는 요약형 족집게 교재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요약형 
교재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독학이 가능한 요약형 교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적중노트이다.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어느 책보다 빨리 여러분들을 고득점 합격으로 인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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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체질에는 어떤 음식이 맞을까?

정주복 지음│신국판 변형(152×210)│220쪽│13,500원│2판 1쇄 2019년 4월 출간

만성적인 피로와 알레르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 어쩌면 체질식을 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한방 전문 
약국을 운영하며 체질 상담을 해 온 프로 체질식 카운셀러가 다양한 사
례를 통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추천한다.    

굿바이 류마티스

유창길 지음│신국판 변형(152×210)│344쪽│17,000원│초판 1쇄 2019년 2월 출간

류마티스 질환에 관한 각종 지식과 정보, 자가 생활 관리법을 담은 류마
티스 생활백과사전. 류마티스 분야 명의로 선정된 저자는 여러 환자의 
류마티스 치료 성공기를 류마티스 역시 극복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치료 방법을 설명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건강・의학・다이어트・요리 
넥서스 건강서는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줍니다. 

‘걱정마 시리즈’, ‘자연밥상 시리즈’, ‘맛있게! 뚝딱 시리즈’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넥서스 건강 

시리즈로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으로 차린 맛있는 채식요리 for kids

에린 글리슨 지음│조경연 옮김│국배판 변형(203×280)│112쪽│12,800원│초판 1쇄 

2017년 7월 출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자연으로 차린 맛있는 채식 요리》의 키즈 
편으로,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도 좋아하는 예쁘고 맛있는 채식 레시피 
북. 가벼운 한 끼 식사부터 간식, 생일 파티, 피크닉 도시락에 어울리는 
간단하고 쉬운 레시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연으로 차린 맛있는 채식요리

에린 글리슨 지음│조경연 옮김│국배판 변형(203×280)│232쪽│17,000원│초판 1쇄 

2017년 7월 출간

최소한의 조리로 채소 그대로의 풍미를 살린 초간단 채식 레시피를 담
았다. 샐러드와 드레싱, 든든한 채소 요리, 상큼한 디저트, 짜릿한 칵테
일 등 가벼운 한 끼 식사부터 가족·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파티 
메뉴까지 예쁘고 맛있는 채식 레시피를 경험할 수 있다.    

오후 4시, 홍차에 빠지다(개정판)

이유진 지음│신국판 변형(152×200)│344쪽│15,800원│2판 1쇄 2017년 7월 출간

홍차 레시피는 물론 홍차에 관한 다양한 팁까지 들어 있어 홍차 초보
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홍차 가이드’, 네이버 파워블로거 ‘포도맘’이 알
려주는 홍차에 빠지는 특별한 비법을 담고 있다. 홍차는 그날의 분위기, 
곁들이는 디저트, 가미된 향에 따라 즐기는 방법이 다르다. 홍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홍차를 더 재미있고 느긋하게 즐겨보는 것
은 어떨까.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사람을 위한 최적의 수면 다이어트  

아무것도 안 해도 살 빠지는 책

사토 게이코 지음｜한진규 감수｜조미량 옮김｜신서판｜188쪽｜11,000원｜2판 1쇄 2017년 

1월 출간

돈 들이고, 굶고, 요요 현상이 걱정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진짜 다이
어트의 적은 수면 부족과 불면에 있다. 약 30년 동안 비만 치료 전문의로 
활동 중인 저자가 인생을 바꾸는 ‘수면 다이어트’의 노하우를 전격 공개
한다. ‘잠’에 숨겨진 ‘건강한 다이어트’ 해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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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지는 골든 타임 저녁 다이어트(개정판)

심경원 지음｜신국판 변형｜264쪽｜14,000원｜2판1쇄 2013년 2월 출간

죽도록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저녁 식사에 있다! 
약, 운동, 유행 다이어트, 금식만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체중 감량의 근본
적인 해결책은 바로 저녁 식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공복감을 줄이
고 건강하게 살 빼는 법, 과식과 폭식을 부르지 않는 음식 섭취 요령 등을 
살펴본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공 위에 누워만 있어도 통증이 사라진다! 허리 통증 잡는 1분 공 체조

사카이 신타로 지음｜조미량 옮김｜국배판 변형｜80쪽｜12,000원｜2판 1쇄 2015년 9월 출간

허리 통증은 고질병이 아니다. 원인을 모른 채 통증만 가라앉히는 치료보
다 통증을 완치하고 재발되지 않게 하는 치료가 중요하다. 테니스공을 이
용한 공 체조는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엉치엉덩관절을 바로잡아 
골반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중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유법을 알려
준다. 

힐링이 필요한 시간 반신욕 족욕

넥서스 콘텐츠팀 지음｜국판 변형｜184쪽｜11,000원｜초판1쇄 2013년 10월 출간

반신욕, 족욕의 순서와 방법을 제대로 익혀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 원리부터 방법, 순서 등을 수록했다. 소화 불량과 변비, 치질, 불면증,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반신
욕과 족욕을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 지압, 마사지 방법 
등도 수록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습관을 바꿔라 작은 차이, 미녀 습관

나구모 요시노리 지음｜나지윤 옮김｜사륙판｜229쪽｜12,000원｜2판 1쇄 2016년 3월

슈퍼 베스트셀러 《1日1食》의 저자가 찾아낸 美의 비밀! 나이들수록 아름
다워지는 여자에게는 비밀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일상의 <아주 작은 차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다. 유방암 전문의 나구모 박사가 찾아낸, 미인들이 꼭 실천하는 100가지 
좋은 습관을 공개한다.

갓난아기의 숙면비결 면역력 강화 수면법 

오타니 노리오 지음｜정재헌 편역｜사륙판 변형｜182쪽｜10,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약사이자 대체 의학 전문가인 저자가 약의 폐해를 지적하며, 하루 18시
간 이상 잠을 자는 갓난아기들의 수면 메커니즘을 연구·응용하여 누구
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풀어낸 실천적 예방 의학서이다. 이 책에서 안
내하는 고체온 수면법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특
별한 효능이 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바른 자세 걷기법

하루 30초 걷기 다이어트

다카오카 요시미 지음｜조미량 옮김｜사륙배판 변형｜96쪽(DVD 포함)｜12,000원｜초판1쇄 

2012년 6월 출간

모델 출신의 걷기법 강사인 저자는 바른 자세로 서고 걷는 것이 다이어트
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면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따로 시간을 내어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거나 무리한 식이요법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로 틈
틈이 걷자. 바른 자세로 걸으면 요요 없이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운동? 다이어트? 스트레칭으로 충분하다 하루 30초 짬짬이 스트레칭 

노현호 지음｜사륙배판 변형｜140쪽｜11,500원｜2판 1쇄 2016년 4월 출간 

지루한 운동 No! 30초 스트레칭으로 온몸에 활력을 채워라! 30분 이상 
몸을 힘들게 움직여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30초만 스트레칭해도 바로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내 몸에 맞게 처방하는 놀라운 다이어트 멘토링

다시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라

김용민 외 지음｜사륙배판 변형｜260쪽｜15,000원(다이어트 다이어리 포함)｜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국내 최대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인 일맥 한의원이 15만 명의 비만 환자
에게 실제로 적용한 실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요요, 탈모 등 
부작용 없이 다시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 주는 건강 다이어트의 핵심
에는 ‘체질’이 있다.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체질별 프
로그램을 경험하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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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쉽게 하는 건강 수지침

곽순애 지음｜사륙배판 변형｜208쪽｜13,000원｜3판 1쇄 2016년 6월 출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올바른 건강관리법을 익혀 스스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효과가 뚜렷해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의료 선진국에서 주목한 수지요법은 부작용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건
강관리 및 질병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 치료법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 다이어리(실천편)

하마치 지음｜최인정 옮김｜사륙판｜144쪽(다이어리 포함)｜8,000원｜초판1쇄 2008년 11

월 출간

아침밥 대신 바나나와 물만으로 살을 빼는 간단한 다이어트로 바나나 열
풍을 몰고 온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의 다이어트 다이어리 책이다. 아무
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활습관에 있다. 책 속 12주 
다이어트 다이어리로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자.

연예인도 부러워할 꿀피부 시크릿

김소형 지음｜신국판 변형｜2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피부만 좋아도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이다. 남자들도 미용 시술
을 받는 시대에 고운 피부를 위한 여자들의 노력은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피부 트러
블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나친 피부 관리와 방심이 부른 피부 트러
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내 몸을 살리는 요가 30분

송방호 지음｜사륙배판 변형｜256쪽｜18,500원(30분 요가 프로그램·다이어트  

요가 포스터+일하는 사람을 위한 직장인 요가 엽서+명상 CD)｜2판1쇄 2009년 9월 출간

요가는 마음을 위한 몸의 훈련법이다. 하루에 30분씩 요가를 하는 것만
으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 주제별, 내용
별로 구성된 요가 가이드를 통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보자. 쉽고 
간단한 요가를 통해 심신의 휴식을 얻을 것이다.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컬러테라피 컬러가 내 몸을 바꾼다

김선현 지음｜신국판 변형｜196쪽｜11,000원｜초판1쇄 2009년 6월 출간

색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일상의 곳곳에서 마주하는 컬
러에 담긴 의미와 그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사례를 알려 준다. 내 몸에 꼭 맞는 색깔을 찾아보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색채 활용 사례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광우병부터 멜라민까지 죽음을 부르는 끔찍한 공포 생존의 밥상

김수현 지음｜신국판｜340쪽｜13,500원｜초판1쇄 2009년 3월 출간

식품 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환경 호르몬, 트랜스 지방까지 건강을 위
협하는 불량 먹거리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인간을 병들게 하고 지구를 오
염시키고 있다. 이제 먹거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먹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지 파헤치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
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징그럽게 안 먹는 아이도 잘 먹는 이유식・유아식 레시피 우리 아이 밥 먹이기

임선경 지음｜신국판 변형｜140쪽｜12,000원｜2핀 1쇄 2017년 1월 출간

부모라면 공감할 만한 식습관 개선에 관한 육아 정보를 담고 있다. 징그
럽게 밥 안 먹는 큰 아이와 이제 풋고추까지 도전하며 무엇이든 잘 먹는 
작은 아이를 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식사 습관 바로 잡기, 편
식 고치는 방법 등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습관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생히 녹아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한방 피부 전문가 김소형의 귀족피부 만들기

김소형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6,500원｜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자연 그대로의 맑고 투명한 피부를 지켜 주는 한방 셀프케어! 피부에 ‘체질
’의 개념을 접목시켜 보다 근본적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아름답게 유지하
도록 돕는 최초의 한방 피부 미용 가이드북이다. 한의사 김소형 원장의 오
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피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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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는 옷발, 섹시한 보디 핏 여자들이 훔쳐보는 초단기 몸 만들기

노현호 지음｜사륙배판 변형｜236쪽｜15,800원｜2판1쇄 2012년 7월 출간

우락부락한 근육남도, 복부에만 식스팩을 새긴 복근남도 트렌드의 핵심
에서 벗어났다. 옷을 벗으면 섹시하고 옷을 입으면 부드러운 남자의 옷발
이 사는 몸, 그것이 이 시대 여자들이 열광하는 남자의 몸이다.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 운동법, 할리우드 스타들의 
3D 운동법, 바로 찍어서 바로 볼 수 있는 16개의 QR 코드 운동 영상 등

을 통해 완벽하게 튜닝된 잇 맨으로 거듭날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내 몸을 지켜 주는 가장 쉬운 운동 건강 걷기 30분

남상남 지음｜사륙배판 변형｜180쪽｜12,800원｜2판1쇄 2010년 6월 출간 

걷기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운동으로 다이어트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 각종 성인병과 생활습
관병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나이와 건강 상태, 질
환별 특성을 고려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걸으면 누구나 쉽고 완전
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그림으로 행복을 여는 시간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김선현 지음｜사륙배판 변형｜200쪽｜15,000원｜초판1쇄 2006년 4월 출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미술치료’ 기법을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구
성했다. 미술치료를 소개하면서 전문 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집에서 간단
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적
합한 치료 방법까지 소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퓌퓌가 전하는 감성 초콜릿 레시피와 따스한 인생 이야기 초콜릿 아틀리에

강수아 지음｜신국판 변형｜324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쇼콜라티에 퓌퓌가 전하는 43가지의 마법 같은 초콜릿 레시피와 초콜릿
이 있어 더욱 따스한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에서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것까지 단계별로 초콜릿을 
담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잔잔한 초콜릿 일

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탈리안 밥집 언니의 요요 없는 다이어트 요리법 내겐 너무 가벼운 레시피 

김주현ㆍ김가원 지음｜신국판 변형｜180쪽｜12,8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눈과 입이 즐거운 음식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서는 파스타부터 스테이크, 치즈 케이크까지 우리들이 사랑해 마
지않는 음식 레시피를 소개한다. 단, 그 음식에서 고칼로리 재료 대신 건
강을 지켜 주는 저칼로리 재료로 대체했다. 지금부터 눈과 입이 즐거우면
서도 열량이 낮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용민 원장이 알려 주는 초간편 다이어트 비법! 나 혼자 뚝딱! 해독주스

김용민 지음｜사륙배판 변형｜120쪽｜12,000원｜2판 1쇄 2016년 12월 출간.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
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독주스’를 이용해 해독-만성고민 해
결-다이어트에 이르는 3단계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 준다. 각 상황에 알
맞은 주스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설명까지 곁들여 독자들의 이
해를 돕는다. ‘해독주스’가 좋다고 무턱대고 시작한다면 실패하기 쉽다. 
이제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의 해독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해독과 다이

어트에 도전해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 혼자 뚝딱! 떡 레시피

허지연, 고운매 지음｜국배판 변형｜208쪽｜15,900원｜2판 1쇄 2016년 12월 출간.

따라 하기만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우리집표 떡레시피 72. 초보자를 위
한 초간편 떡, 여자들의 티타임을 위한 떡, 연인을 위한 로맨틱 떡, 온가족
을 위한 영양만점 떡, 선물하기 좋은 떡 등 언제 먹어도 좋은 떡을 소개한
다. 여기에 떡과 함께 마시면 좋은 차와 남는 떡 활용법도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 혼자 뚝딱! 머핀 & 미니케이크

채영이맘 왕은애 지음｜사륙배판 변형｜160쪽｜12,000원｜2판 1쇄 2016년 12월 출간

네이버의 인기블로거 ‘채영이맘’이 알려주는 머핀과 미니케이크의 레
시피가 담긴 책이다. 여자들을 위한 머핀, 주변에 간단히 선물하기 좋
은 디저트, 영양 간식, 특별한 날을 위한 이벤트 케이크 등 다양한 때
에 응용할 수 있는 리시피가 총 53개 수록되었다. 재료가 복잡하지 않
고 기교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머핀을 주로 소개하고 있고, 도구 및 기
본 재료부터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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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뚝딱! 요리가 된 떡볶이

이현경 지음｜신국판 변형｜192쪽｜12,000원｜2판 1쇄 2016년 12월 출간

서민적인 음식의 대명사인 떡볶이도 얼마든지 정통 요리로 거듭날 수 있
다. 이 책에서는 손님 접대 메뉴에서부터 레스토랑 메뉴로도 손색없는 품
격 있는 요리까지 떡볶이의 신분상승을 위한 변신을 시도했다. 온 국민의 
영양 간식에서 정통 요리까지 팔방미인으로 거듭나는 떡볶이의 대변신
을 확인해 보자.  

나 혼자 뚝딱! 일본식 가정 요리

백성진 지음｜신국판 변형｜212쪽｜13,500원｜2판 1쇄 2016년 12월 출간

<마스터셰프 코리아> 출신으로 유명한 구츠구츠가 전하는 일본 스타일
로 풀어낸 가정 요리. 비빔밥 정식부터 밥 대신 먹는 샐러드 우동, 근사한 
치킨데리야키 정식까지 한식부터 양식까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
리를 한 권에 담았다. 일본 가정식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소박하지만 근
사한 요리들을 세트로 구성하여 소개했다. 혼자 밥 먹는 싱글부터 처음 
요리하는 신혼부부들 위해 요리 기초부터 든든한 한 끼 식사 구성법, 술

안주 만드는 방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질병을 다스리고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 밥상 

전문가가 제대로 집어 주는 진짜 건강 이야기

얄팍한 식탐을 충족시키는 대신 담담한 맛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김수경의 

체질 밥상, 생존율 15%의 암 환자에서 항암 요리 전문가가 된 황미선 원장의 건강 항암 

밥상, 일품요리부터 간식까지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더 맛있는 햇살마미의 15분 키친, 

오신채·인공 조미료 없이 맛을 낸 송수미 원장의 채식 밥상, 홍성태 전 영진고등학교 

교장이 전하는 약 없이 질병을 고치는 현미 밥상 등 전문가 5인이 전하는 건강 밥상 노

하우를 엿볼 수 있다. 

■  매일 먹는 한 끼 식사가 건강을 지킨다 

   먹으면 약이 되는 자연밥상 시리즈

건강 체질 밥상
김수경 지음ㅣ사륙배판 변형ㅣ올컬러ㅣ232쪽ㅣ15,000원ㅣ2판1쇄 2016년11월 출간

건강 항암 밥상
황미선 지음ㅣ사륙배판 변형ㅣ올컬러ㅣ180쪽ㅣ14,500원ㅣ2판1쇄 2016년 11월 출간

건강 제철 밥상
송수미 지음ㅣ사륙배판 변형ㅣ올컬러ㅣ176쪽ㅣ14,500원ㅣ2판1쇄 2016년 11월 출간

건강 아이 밥상
정미영 지음ㅣ사륙배판 변형ㅣ올컬러ㅣ192쪽ㅣ14,500원ㅣ2판1쇄 2016년 11월 출간

건강 현미 밥상
홍성태 지음ㅣ사륙배판 변형ㅣ올컬러ㅣ232쪽ㅣ14,500원ㅣ2판1쇄 2016년 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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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팅의 다이어리 꾸미기

밥팅 지음│사륙배판 변형(169×239)│160쪽│13,000원│초판 1쇄 2018년 8월 출간

다이어리 꾸미기의 신(神) 밥팅과 함께하는 똥손 탈출 프로젝트! 예쁜 다
이어리를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인 손글씨 쓰기부터 여러 가지 재료로 꾸
미는 방법까지. ‘밥팅의 미술시간’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인 
저자 밥팅이 다꾸의 A to Z를 알려 준다.

나혼자 끝내는 바른 글씨 쓰기 연습

윤혜진 지음│사륙배판(188×257)│136쪽│11,200원│초판 1쇄 2017년 5월 출간

삐뚤빼뚤한 글씨체 때문에 남들 앞에서 글씨 쓰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책. 가장 기본이 되는 고딕서체를 글자 수를 늘려가며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글씨체로 글씨를 써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서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취미·실용
다양한 분야의 알찬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으

며, 삶에 도움이 되고 쓰임새 많은 정보를 양질의 콘텐츠로 제공합

니다. 배우는 재미, 생활의 즐거움이 있는 ‘NEXUS 취미·실용 시

리즈’가 삶의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절대 생존을 위한 재난 대비 40

아베 나오미 지음│조미량 옮김│신국판 변형(148×210)│170쪽│13,500원│초판 1쇄 

2018년 3월 출간

지진과 재해 속에서 살아남는 40가지 아이디어. ‘반드시’ 오는 ‘그 날’에 
대비하는, 온 가족 구하기 프로젝트.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일러스트레이
터 엄마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기술을 일러스트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 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는 행복한 고양이 집사

노진희·밍키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54)│208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2판 1쇄 2018년 2월 출간

SBS <TV 동물농장> 출연, 자문 수의사로 유명한 DR.노의 고양이 안내
서. 고양이를 입양하는 순간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고양이를 키울 때 궁금
한 모든 것을 담았다. 고양이 입양처부터 건강 체크 법, 고양이 용품 고르
는 법, 문제 행동 솔루션, 고양이의 언어, 접종, 질병, 응급 상황 대처법 등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던 양육 지식을 알려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정통 마르세유 타로카드

정유마 지음│정주복 감수│사륙배판 변형(175×240)│292쪽│28,500원│초판1쇄 2004

년 2월 출간, 2판1쇄 2009년 12월 출간, 3판 1쇄 2017년 11월 출간

정통 타로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해법서. 오랜 역사와 과학적 
사고, 상징성을 지닌 타로카드는 세대를 넘나들며 현재와 미래를 점치고 
올바르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사용해 정
통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카드의 상징체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타
로마스터의 풍부한 상담 사례를 보강한 최신 개정판이다.

보통날의 패션&슈즈 스타일링

한정민 지음│사륙배판(170×220)│204쪽│15,000원│3판 1쇄 2017년 5월 출간

밋밋한 의상을 단박에 엣지 있게 만드는 힘, 평범한 리틀 블랙 원피스를 
입고도 섹시한 스타일 걸로 변신할 수 있는 힘, 몇 가지 단출한 의상으로 
365일 패셔니스타로 살아가는 그녀들의 스타일링 비법, 그것은 바로 2% 
다른 슈즈 코디네이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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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감성 사진 찍기

오렌지 페이지 지음│조미량 옮김│신국판 변형(140×220)│100쪽│11,500원│초판 1쇄 

2017년 3월 출간

사진만 보고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음식·패션·여행·반려동물 
SNS 감성 사진 찍기 노하우를 담았다. 멋진 사진을 올리고 보는 것 이외
에도 팔로워를 늘리는 인스타그램 사용 노하우까지 SNS 초보자도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게 알려 준다.

야구에 빠진 한 남자의 야구 섭렵기 야구가 좋다

배우근 지음｜사륙판 변형｜256쪽｜15,000원｜초판1쇄 2014년 4월

건물 옥상에서 공을 던지던 옥상 위의 투수가 사회인야구 리그 마운드를 
거쳐 프로야구 전문 기자로 거듭나는, 일종의 야구 성장기. 기자로서 더
그아웃을 오가며 선수나 감독과 부대낀 이야기, 사회인 야구선수로서 마
운드 위를 동분서주하며 땀 흘린 이야기 등.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야구
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프로가 아니라 더 생생하고, 재기 넘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온가족이 함께 재밌는 마술 배우기 이번엔 내가 마술사

한국라이온스클럽 지음｜188・230｜152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10월 출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술 도구로 18가지 목적과 분위기에 
맞는 마술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어떤 연습 과정에 의해 어떤 트릭으로 
이루어지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마술 시연 장면과 트릭 해결의 동
영상을 별도로 본문 내 QR코드로 제공하여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술 시연 및 트릭 해결 동영상(넥서스북 사이트 상단 ‘북러닝’)  

스타일맘 이혜원의 예쁜 딸 옷 입히기

이혜원 지음｜국배판 변형｜228쪽｜16,500원｜2판1쇄 2013년 3월 출간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타일맘 이혜원의 제안을 따른다면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망설이던 고민을 한방에 타파할 수 있다. 파티룩이나 엄마
와의 커플룩 등 상황별 코디법을 알려 주며, 패션 스타일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 준다.

초보 엄마 아빠가 함께 보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대백과

후디스 임신 육아 연구소｜임신출산: 베스트산부인과 김기성 원장, 태교: 카이스트 김수용 교

수, 육아 서울소아과 은세윤 원장｜사륙배판 변형｜424쪽｜19.800원｜2판 1쇄 2016년 7월 

출간

이 책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예비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정
보만을 모아 한 권에 담았다. 40여 년 전통의 후디스 임신 육아·연구소
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뭉쳐 정보의 깊이를 더했다. 예비 엄마가 알
아야 할 임신 주별 엄마의 변화와 태아의 성장, 안전한 출산법, 고령의 안
전한 계획 임신과 출산, 월령별 육아는 물론 아빠의 월별 태교법, 일하는 
엄마의 최신 임신 육아법까지 소개한다.

루니맘의 독박육아 일기

루니맘 지음│신국판 변형(152×200)│344쪽│15,900원│초판 1쇄 2018년 10월 출간

웃음과 공감이 필요한 육아맘과 남편, 가족을 위한 코믹 에세이. 전직 웹
디자이너인 룬이 엄마 유아름 작가의 인스타그램 인기 육아 웹툰으로, 바
쁜 육아맘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지는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에코맘 케어

안미현 지음｜사륙배판 변형｜264쪽｜18,5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꿔 주는 천연 케어가 엄마와 아이의 건강까
지 책임진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10개월 그리고 출산 후 모유 수
유까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든 천연 케어법을 소개한다. 건강한 에너지
가 가득한 천연비누&화장품 레시피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몸을 만들어 보자.

철저한 자연주의 비누 전문가 안미현의 천연비누 만들기 for baby 

안미현 지음｜사륙배판 변형｜256쪽｜18,500원｜초판1쇄 2009년 9월 출간

건강한 아기 피부를 위한 천연비누&화장품뿐 아니라 안티아토피와 면
역력 증강을 위한 생활 속 천연케어를 총망라했다. 0~7세까지 연령별 천
연비누와 천연재료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바스 & 마사지 
용품, 공기 청정제, 천연세제 등 용도별 천연케어, 상처용 연고나 기저귀 
발진 크림 등 증상별 천연케어를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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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인테리어 DIY 북유럽 스타일 소품 만들기 

강호정 지음｜국판 변형｜124쪽｜12,5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달라호스, 헌팅트로피, 태피스트리, 스크랩우드 등 북유럽을 대표하는 소
품뿐 아니라 노만 코펜하겐의 NORM03, 잉겔라 P.아레니우스의 목각 인
형, 클레이디스의 그래스 꽃병 등 북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저자는 이 책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책 한권으로 북유럽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

그녀의 집

마사키 지음｜조미량 옮김｜사륙배판 변형｜132쪽｜12,000원｜초판1쇄 2014년 3월

집의 공간마다 색다른 인테리어와 수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계절에 어
울리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로 계절마다 새로운 분위기의 우리 집 꾸미는 
방법을 알려 준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싶거나 새로운 느낌을 추가하고 
싶을 때,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로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좁은 실내 공간을 활용한 감성 정원 가꾸기 그녀의 작은 정원

오하나 지음｜신국판 변형｜388쪽｜14,800원｜초판1쇄 2015년 3월

저자인 네이버 파워블로거 ‘퀘럼’이 알려 주는  초보 가드너를 위한 작
은 공간 100배 활용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베란다뿐 아니라 사무실, 
화장실, 현관, 방 등 내가 생활하는 한 평 남짓의 좁은 실내 공간을 하
나의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 줄 방법을 알려 준다. 가족의 규모가 줄어
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족뿐 아니라 ‘나’만을 위한 정원을 꿈
꾸는 이에게 꼭 필요한 가드닝 비법을 전수한다. 

아싸!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리의 여왕

이케다 교코 지음｜서명숙 옮김｜국배판 변형｜156쪽｜10,000원｜2판1쇄 2013년 7월 출간 

이방 저방에 온갖 옷가지와 물건이 쌓여 있고, 곰팡이에 찌든 싱크대와 
손댈 엄두가 안 나는 욕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 안 분위기 때문인지 
집에서 작업에 몰두를 할 수 없는 수지 씨는 청소 대작전에 나선다. 정리
의 기술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일이 제대로 안 풀
리고 있다면 당신의 방부터 점검하자. 

철저한 자연주의 비누 전문가 안미현의 예쁜 천연비누 만들기

안미현 지음｜사륙배판 변형｜292쪽｜18,500원｜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선물하고 싶은 비누 레시피 100가지! 천연재료의 싱그러운 향기,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피부에 자극 없는 사용감까지 직접 만든 천연
비누에 사랑, 존경, 우정, 응원, 배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해 보자.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념일별, 대상별, 기능별로 어디서도 볼 수 없었
던 독특한 아이디어의 비누 레시피를 공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갖고 싶은 화장품을 내가 만든다 참 쉬운 천연 화장품 101

최윤하 지음｜사륙배판 변형｜232쪽｜17,5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국내 최초로 수제 화장품 발명 특허를 출원한 최고의 천연 화장품 전
문가 최윤하가 오랜 시간 실험하고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그대로 공개
했다.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원료 구성, 주의 사항부터 전문
가들도 믿고 구입하는 원료 판매 사이트까지 화장품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 준다.

손바느질 핸드메이드 슈즈 우리 아기 덧신부터 유아 가죽 구두까지

한정민 지음｜사륙배판 변형｜176쪽｜15,000원｜초판1쇄 2013년 2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
드 슈즈를 선물해 보자. 특히 아이를 위한 엄마표 핸드메이드 슈즈는 감
각적인 키즈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추천 아이템! 복잡한 제작 공정을 간
단히 줄여서 커터 칼, 가위, 망치 등 흔한 도구를 사용해 구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다.  

쉽고 간편하게 나만의 정원을 만든다! 

화분 하나로 미니 정원 만들기

곽재경 지음｜사륙배판 변형｜120쪽｜12,000원｜2판1쇄 2010년 3월 출간

화분은 작은 공간에 최대의 효과를 주는 아이템으로 선인장, 나무, 허브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간편하게 기를 수 있다. 화초를 처음 기르는 사
람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으며 간단한 화분 인테리어 
방법도 알려 주어 누구나 쉽게 집 안에 자연을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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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툴지만 나

박선정 지음｜국배판 변형｜192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나만의 색, 나만의 글, 나만의 내용으로 책이 완성되는 북놀이터 같은 책.  
각자 마음 가는 대로, 취향에 따라 표현할 수 있기에 진정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세상에 하나뿐인 책으로 완성해갈 수 있다. 서툴지만, 자신 없지
만 인생도 내가 만들어가듯이 이 책 역시 전문적인 기술보다 아마추어적
이고 아날로그적으로 차근차근 내 마음을 소소하게 전시해 보자.

0세부터 6세까지 단계별 육아 가이드

센스맘을 위한 유아 패션&육아용품 A to Z

서부승 지음｜신국판 변형｜384쪽｜19,8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0세부터 6세까지 단계별 육아 가이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꼭 필요한 육아 용품과 각 단계별 유아 패션을 담았다. 단계
별 패션 & 소품, 스킨케어 & 헤어, 아이템에 대해 올바른 선택법부터 아
이들에게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초보엄마들에게 꼭 필요
한 정보를 알려 준다.

내 손으로 뚝딱뚝딱 예쁜 우리집 꾸미기

윤여원 지음｜사륙배판 변형｜224쪽｜15,500원｜2판1쇄 2010년 1월 출간

소품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친절한 리폼 & 만들기 가이드북. 세
탁소 옷걸이 리폼부터 미니소파와 화장대 만들기까지 용도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이 소개되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쉽고 즐겁게 도전
할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치아 지킴이 홈메이드 천연 치약

정인자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3,8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無 계면 활성제, 無 화학방부제, 無 인공감미료의 안전한 천연 치약을 집
에서 간단히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갖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 
몇 번을 헹구어도 입안에 남아 있는 치약 잔여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 재료가 가득 담
긴 홈메이드 치약으로 온 가족의 입속 건강을 지켜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운명을 알려 주는 여덟 개의 키워드 사주풀이 배우기

정홍경 지음｜정연의 감수｜신국판 변형｜288쪽｜10,000원(만세력 포함)｜초판1쇄 2005년 

3월 출간

운칠기삼, 운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고난 운세를 무시할 수는 없
다. 이 책은 지금까지 어려운 한자와 설명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사주를 
음양과 오행만으로 간명하게 풀이한 사주책이다. 인생의 일기예보인 사
주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  

세계적인 마술사 최현우의 러브 매직

최현우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30)｜196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11월 출간

최현우의 마술을 책으로 만난다! 싱글들이 알아야 할 로맨틱 마술을 소개
한다. 두근두근 첫 만남에서는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전 순간이동 
마술! 로맨틱한 프로포즈에서는 신비의 반지 마술! 이제 카페, 영화관 등 
데이트 장소에서 써먹을 수 있는 로맨틱 마술로 달콤한 상상을 현실로 만
들어 보자. 

그리기 좋은 질문 642

CHRONICLE BOOKS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312쪽│13,800원│초판 1쇄 

2016년 7월 출간

그리기 좋은 642가지 질문을 담은 드로잉북. 642가지 질문은 딸기, 달

걀 거품기처럼 그리기 익숙하기도 하고 초보 아빠, 여성스러운 웃음소리

처럼 추상적이기도 하다. 연필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구든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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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책  
나를 위한 시간 시리즈

따라 쓰기 좋은 문장 캘리그라피 라이팅북 손글씨 나혼자 조금씩  eBook 유료 다운로드

정혜윤 지음｜사륙판 변형｜256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따라 쓰기 좋은 문장 캘리그라피 라이팅북 손글씨 나혼자 조금씩(특별판)

정혜윤 지음│사륙배판 변형(169×239)│76쪽│15,000원│초판 1쇄 2018년 2월 출간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캘리그라피 책 손글씨 맨 처음 연습장 

정혜윤 지음｜88쪽｜9,800원｜초판1쇄 2016년 4월 출간

따라 쓰고 싶은 손글씨체 66가지를 배우는 캘리그라피 책. 소설이나 에세이, 영화, 노랫말 등에

서 뽑은 좋은 글귀를 쓰며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배우는 감성 수채 캘리그라피 수채 손글씨는 예뻐요  eBook 유료 다운로드

민미레터 지음｜112쪽｜11,5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수채화 물감으로 예쁜 손글씨 쓰는 법을 알려준다. 도구 선택하는 법, 6가지 손글씨체 쓰는 법부
터 시작하여, 42가지 캘리 작품을 직접 써보고, 어울리는 감성수채화 그리기도 배울 수 있다.

초간단 3가지 기법으로 수채화 일러스트 그리기 작고 예쁜 그림 한 장  eBook 유료 다운로드

민미레터 지음｜184쪽｜12,8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초간단 기법 3개로 감성수채화 45가지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책. 자연스러운 물 번짐으로 누구
나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감성수채화는 카드나 엽서,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만들기에 좋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손그림 푸드 일러스트 나누고 싶은 맛있는 그림  eBook 유료 다운로드

봉봉오리 지음｜120쪽｜11,5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봉봉오리의 맛있는 그림 그리기 수업. 오
일파스텔과 색연필만으로 과일부터 디저트까지 맛있는 음식을 그리는 방법을 쉽게 소개한다.

꽃 예쁘게 말리는 법부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까지 꽃보다 드라이플라워  eBook 유료 다운로드

하우투드라이 꾸까 지음｜196쪽｜11,5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드라이플라워 예쁘게 말리는 법, 말리기 좋은 꽃, 선물·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법까지 드라이플
라워 전문 브랜드 하우투드라이 꾸까(How-to-Dry kukka)의 시크릿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다.

기초 스티치・손바느질 DIY 한 땀 한 땀 예쁜 손그림 자수 

사라 왓슨 지음｜200쪽｜13,8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자수 도구와 기본적인 스티치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손그림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750가지 다양한 도안을 담았다. 

손바느질로 쉽게 처음 만드는 자수 소품&도안 혼자서도 잘하는 작고 예쁜 자수

데라니시 에리코 지음｜사륙배판 변형(175×240)│94쪽｜11,500원｜초판1쇄 2017년 9월 출간

간단한 손바느질로 할 수 있는 작고 예쁜 자수 소품 만들기. 도안을 옮기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기
본 스티치, 작고 예쁜 110개의 창작 도안 등을 담아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한 땀 한 땀 작고 예쁜 태팅 레이스

태팅이 즐거운 사람들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10)│125쪽│15,000원│2판 1쇄 2017년 8월 출간

태팅 레이스는 실과 셔틀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예쁜 레이스를 만드는 손뜨개의 일종이다. 태팅 
초보자들이 꼭 묻는 질문, 가장 많이 쓰는 기법, 다양한 소품과 인테리어 활용 사례 등을 담았다.

쉽고 예쁜 소원 팔찌 만들기

일본 보그사 엮음│박양순 옮김│강민재 감수│사륙배판 변형(190×230)│92쪽│11,000원│2판 1쇄 2017년 7월 출간

자수실이나 리본으로 만든 팔찌, 미산가를 소개한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175개의 다양한 문
양의 미산가를 만들 수 있고, 또 응용하여 자유자재로 새로운 미산가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작고 예쁜 미니어처 만들기

다나카 도모 지음│박양순 옮김│국배판 변형(190×230)│92쪽│11,000원│2판 1쇄 2017년 7월 출간

미니어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틀 만들기부터 채색하고 포장하는 방법, 갓 구운 데니
시, 케이크, 달콤한 마카롱 등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데커레이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만들고 싶은 미니어처 돌 하우스

김아름·김기정 지음│사륙배판 변형(175×240)│164쪽│15,000원│초판 1쇄 2017년 10월 출간

원단, 패턴 종이 등 다양한 재료로 상자를 장식하여 생활 소품, 가구 등을 만드는 공예인 ‘까또나
주’와 ‘인형’을 결합한 공예다. 판지와 원단 등으로 내 인형만의 예쁜 공간과 소품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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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잡학지식 사전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시리즈

맥주,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eBook 유료 다운로드

심현희 지음│사륙판(128×188)│184쪽│13,800원│초판 1쇄 2018년 8월 출간

맥주 초보자와 맥주 덕후, 맥주 마니아를 위한 알짜배기 맥주 사전. 맥주의 역사, 라거와 에일의 

종류 등 맥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특정 맥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았다. 

커피,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졸라(Zola) 지음│사륙판(128×188)│232쪽│12,800원│초판 1쇄 2017년 3월 출간

커피의 유래와 역사, 5대륙의 커피 문화부터 커피콩의 종류와 특색, 커피 제조법, 커피에 얽

힌 이야기까지. 커피 덕후가 열정을 담아 만든, 커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야구,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배우근 지음│사륙판(128×188)│364쪽│14,500원│2판 1쇄 2017년 3월 출간

속임수, 볼끝, 루틴, 세리머니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야구 이야기’을 담은 야구 설명서. 

야구 전문 기자가 프로야구 현장의 감독과 선수들에게 직접 질문하여 정리한 책이기도 하다. 

메이저리그,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eBook 유료 다운로드

배우근 지음│사륙판(128×188)│480쪽│16,500원│초판 1쇄 2017년 5월 출간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의 기초 지식부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코리아 빅 리거, 명인, 

진기록, 명예의 전당, 기인 등에 대해 설명한 메이저리그 설명서다. 

골프,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남화영 지음│사륙판(128×188)│376쪽│15,000원│초판 1쇄 2017년 6월 출간

골프 전문 기자인 저자가 박세리 같은 골프계의 전설부터 대회, 역사, 명사, 에티켓, 레슨, 규

칙, 코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스크린 골프까지 설명한 골프 설명서다. 

e스포츠,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eBook 유료 다운로드

조형근 지음│사륙판(128×188)│288쪽│12,800원│초판 1쇄 2017년 7월 출간

e스포츠의 기본 개념부터 사람, 역사, 문화, 산업, 프로게이머 이야기 등을 담은 e스포츠 설명서. 

전직 프로게이머인 저자가 e스포츠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사진과 손글씨로 기록하는 
감성 포토 앨범&라이팅북 

강아지, 고양이, 베이비, 커플의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을 사진과 글로 남길 수 있는 포

토 앨범&감성 라이팅북.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반려동물과 내 가족, 연인의 일

상 스토리를 한 권의 앨범&라이팅북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기와 반려동물,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하고 싶은 말, 점점 소중해지는 존재를 위한 스토리를 DIY 포토북

에 남긴다면 특별한 추억이 될 겁니다. 감성 엽서와 셀프 포토 키트도 들어 있어 셀프 

촬영 시 좋은 소품이 될 수도 있어요.

■ 감성 포토 앨범&라이팅북 
 DIY 포토북 시리즈

DIY 베이비 포토북
행복한 우리가족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76쪽│13,500원│2판 1쇄 2017년 12월 출간

DIY 커플 포토북
보통의 우리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76쪽│13,500원│2판 1쇄 2017년 12월 출간

DIY 강아지 포토북
또 하나의 가족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76쪽│13,500원│2판 1쇄 2017년 12월 출간

DIY 고양이 포토북
또 하나의 가족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76쪽│13,500원│2판 1쇄 2017년 12월 출간

사랑해! 너와 함께하는 그 벅찬 순간을 기억해



취
미

·
실

용
  n

e
x

u
s

 b
o

o
k

s
·

Q
r

io
u

s

취
미

·
실

용
  n

e
x

u
s

 b
o

o
k

s
·

Q
r

io
u

s

 170  171

골프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3개월 12주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골프 실전 레슨서!

골프는 무조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습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매일 10분씩 연습하는 골퍼가 1주일에 한 번 60분 연습하는 

골퍼보다 휠씬 빨리 향상된다. 《골프 가이드》로 골프의 기본을 알았다면, 50일간 매일

매일 연습 스케줄에 따라 쉽게 배우는 실전 레슨서 《동영상 골프 가이드》 1, 2, 3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기 플레이어가 되어 보자. 초보 골퍼가 익혀야 할 스윙의 올바른 자

세, 바람ㆍ벙커ㆍ나쁜 라이 등 필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골프의 실전 기술은 물론 초

보 골퍼가 꼭 알아야 할 에티켓, 룰 등을 공개한다. 《동영상 골프 가이드》 세트에는 도

서 3권과 노블레스 클럽에서 펼쳐지는 저자 직강 동영상 DVD가 포함되어 있다.

■  왕초보 보기 플레이어 되기 프로젝트

   동영상 골프 가이드, 골프 가이드

저자: 김재환

왕초보 골퍼의 해결사이다. 현재 싸이프레스 매니지먼트 대표,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서울문화예

술대학교 외래 교수로서 골프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빅야드, MFS 프로 구단 단장, <한국경

제 TV> 골프 해설 위원, 미국 골프 지도자 협회 기획 위원이며, <매경이코노미>, <한겨레신문>, <헤럴드경제> 등 신문, 

잡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저자: 이선배   

이선배는 《쉬크》, 《신디 더 퍼키》, 《앙앙》 등에서 10여 년간의 패션&뷰티 에디터 생활을 거쳐 관련 콘텐츠 기획자

와 작가로 변신했다. 그 밖에 《엘르》, 《코스모폴리탄》, 《싱글즈》, 《쎄씨》, 《아이스타일24》 등에 칼럼을 기고했고, 서

울대학교 한국산업디자인연구센터 유어트렌드넷 전문 위원, 패션뷰티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황별 스타일 완벽 가이드 《더 룩》, 《잇스타일》, 《잇 걸》, 《러브 소믈리에》, 《싱글도 습관이다》, 

《뉴맨즈 잇 스타일》, 《맨즈 그루밍북》(저술 참여) 등이 있다. 홍콩과 한국, 그 밖에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진정

한 노마드이다.

타이거 우즈의 스윙 코치, 

헹크 헤이니도 격찬한 독보적인 실전 레슨서

내 옷장 속 아이템만으로  
스타일리시한 ‘잇 걸’, ‘잇 맨’이 된다! 

스타일리시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형, 얼굴형, 톤에 따라 나를 가장 돋보

이게 하는 ‘잇 스타일’을 찾는 것이 첫 단계이다. 《잇 스타일》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스타일링의 기본기를 다졌다면, 《잇 걸》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옷, 소품, 화장품 중

에서 자신에게 맞는 ‘잇 아이템’을 알아보는 법을 소개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에 표현

하는 감각을 더한다면 매력적인 잇 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개팅, 학교, 회사 등 34개

의 상황별 스타일 가이드북인 《더 룩》의 스타일링 비법과 대한민국 ‘평범남’을 ‘간지

남’으로 만들어 주는 스타일 매뉴얼 《뉴맨즈 잇 스타일》로 시크한 패션 남녀로 거듭

나 보자. 여기에 명품 브랜드부터 SPA까지 합리적인 쇼핑 가이드가 되어주는 《멋진 

사람들의 물건》과 함께 스타일링을 마무리 하면 누구나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의 스타일링・쇼핑 노하우・상황별 스타일 제안 
 잇 스타일・잇 걸・더 룩・NEW맨즈 잇 스타일・멋진 사람들의 물건

365일 시크한 여자ㆍ남자들의 스타일링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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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도시 여행 

박탄호 지음｜신국판 변형｜400쪽｜16,000원｜초판1쇄 2017년 12월 출간 출간

숨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일본의 33개 소도시, 그 소박하고 여유로
운 풍경 속으로 떠난다! 고풍스러운 목조 저택이 늘어선 골목, 옛 이야
기 담긴 마을들, 장난감 같은 토토로 버스, 지친 여행자를 반겨 주는 소박
한 온천탕과 우동 한 그릇. 대도시를 떠나 진짜 일본다운 모습을 찾아서, 
고즈넉한 정취 가득한 일본 소도시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여행기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셀렉트 홍콩 SELECT HoNG koNG Shops&Restaurants Guide

장혜인 지음｜신국판 변형｜496쪽｜19,8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출간

쇼핑과 레스토랑에 초점을 맞춘 홍콩 쇼핑 가이드. 예술과 쇼핑을 결합한 
라이프 스타일 숍, 뉴욕·도쿄·유럽 등에서 주목받는 감각적인 패션 스
토어와 핫한 스트리트 매장, 세계 미식가들이 먼저 주목하는 화제의 레스
토랑, 유럽의 노천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히든 플레이스까지 패션 피플과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쇼핑의 도시 홍콩을 소개한다.

여행
지친 일상에 힐링을 주는 멋진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 정보서, 감성

을 자극하는 여행 에세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권역별로 나눠 최고의 코스만을 안내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시

리즈와 해외여행 시리즈, 내 스타일대로 떠나는 테마별 시리즈 등 넥

서스 여행서와 함께 즐거운 여행길을 만들어 가세요.

유럽을 가로지르며 배운 부와 인생의 기술 백만장자와 함께한 배낭여행 

박성득·강호 지음｜신국판 변형｜236쪽｜13,5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백만장자와 함께 떠난 약 38일간의 유럽 배낭여행 이야기. 꿈을 위해 회
사에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된 강호 저자는 ‘슈퍼 개미’ 주식 투자자인 박성
득 선생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부와 인생에 대한 특별한 배움
을 얻는다!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려는 이들, 성공과 부를 꿈꾸는 이들,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선 이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좌절한 중년에게도 이 

책이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엄마랑 아이랑 해외여행 

이희경 지음｜신국판 변형｜272쪽｜13,8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여행 초보 엄마들과 아이들이 배낭여행을 떠났다?! 6~7세부터 중고등학
생까지의 아이들과 함께 동남아를 수차례 배낭여행하며 겪은 생생한 에
피소드를 담았다. 꼼꼼한 여행 준비부터 나만의 여행책 만들기까지 아이
와의 특별한 여행을 위한 노하우가 가득하다. 아이와 여행을 준비하는 엄
마아빠를 위한 여행 지침서.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한 종단 여행기 한반도를 달리다 

개러스 모건·조앤 모건 지음｜이은별·이은샘 옮김｜사륙판｜292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2판1쇄 2018년 6월 출간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를 탐험한 모건 부부가 한반도에 도착한다. 북한 비
자를 발급받고, 기차에 오르고, 입국 허가를 받는 까다로운 과정은 여행
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들은 내친김에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 최초로 비
무장지대(DMZ)를 건너려는 발칙한 계획을 세운다. 생경한 여행자의 눈
에 비친 한반도, 러시아에서 시작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9,000여 킬로미
터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대한민국을 누비다 청춘여행 버킷리스트 

이민학·신유진 지음｜신국판 변형｜352쪽｜16,5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2판1쇄 

2017년 5월 출간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 여행 트렌드로 물들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문화, 
문화 축제, 내일로 기차 여행 등 청춘을 위하여 핫한 여행 트렌드를 모두 
모았다. 짧게는 1박 2일, 길어야 일주일 남짓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청춘들을 위한 완벽한 여행 레시피를 담았다. 때로는 보헤미안처럼, 때로
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리얼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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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자유가 삶의 열정이 되다 

박준 지음│368쪽│15,000원ㅣ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2판1쇄 2015년 12월 출간, 3판1

쇄 2017년 4월 출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는 세계를 여행하
는 청춘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 책에는 자유와 열정으로 가득한 카오산 
로드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여행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거리에 서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다
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행복한 여행자, 길을 걷다 

손봉기 지음ㅣ152×225ㅣ360쪽ㅣ17,000원ㅣ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이 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200개 도시를 다닌 저자의 여행에 대
한 깊은 사색과 각 여행지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이 왜 여
행을 하는지, 여행이 주는 선물이 우리의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
여 준다. 또한 노련한 여행 가이드의 걸음을 따라가는 듯 해당 여행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1000 

유연태·송일봉·이민학·권현지·강경원 지음ㅣ신국판 변형ㅣ812쪽ㅣ35,000원ㅣ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2판1쇄 2015년 10월 출간

여행의 달인 5명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를 지역별 테마순으로 소개한 대
한민국 여행 바이블.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를 가장 많이, 찾기 쉽게 정
리하여 어느 지역으로 누구와 떠나든 가고 싶은 여행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행 코스, 가는 길, 먹거리, 축제 등 친절한 여행 TIP과 여행 정보도 
가득해 초행길이거나 여행 초보자라도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다. 

지하철로 떠나는 서울&근교 여행 

최미선·신석교 지음ㅣ신국판 변형ㅣ508쪽ㅣ22,000원ㅣ초판1쇄 2011년 8월 출간, 2판1쇄 

2015년 7월 출간

서울 지하철 노선 속에 숨은 매력적인 여행지를 콕콕 알려 주는 서울&근
교 여행 가이드북. 교통카드 한 장 들고 지하철을 타면 서울 시내와 근교 

구석구석까지 손쉽게 여행할 수 있다. 아름다운 골목길, 도심 속 공원과 

숲, 박물관과 미술관, 사찰, 이색 명소,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근교까지,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당일치기 여행지 82곳을 담았다. 테마별 여행 코
스뿐만 아니라 볼거리, 맛집까지 가득 담겨 있다. 

초보 캠퍼도 쉽게 따라하는 인조이 캠핑 바이블

김지선·이상근·이진수 지음｜사륙배판 변형｜304쪽｜17,800원｜초판1쇄 2013년 7월 출간

캠핑 전문가가 선별한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장비 리스트부터 쉽게 장비 
설치하는 법, 간단하지만 근사한 요리, 자연에서 즐기는 추억의 놀이, 전
국의 베스트 캠핑장까지 캠핑을 처음 떠나는 초보도 캠핑 고수로 만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책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월차, 연차 내고 즐기는 매력만점 해외여행 일하면서 떠나는 해외여행

정태관·안선희·김태경 지음｜신국판 변형｜432쪽｜17,000원｜초판1쇄 2012년 11월 출

간, 2판1쇄 2014년 10월 출간

2박 3일 해외여행지부터 일주일 해외여행지까지 일정별로 해외여행지
를 고르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과 여행 경비 준
비 노하우 등 여행 떠나기 전에 궁금한 점도 지역별로 친절히 답해 놓았
다. 여행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한눈에 미리 살펴보는 ‘둘러보기’ 코너도 
있어 쉽게 여행계획을 짤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여행 전에 꼭 읽어야 할 유럽여행 버킷리스트 101

손봉기 지음｜신국판 변형｜올컬러｜436쪽｜22,000원｜초판1쇄 2014년 4월

유럽의 문화와 사람,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한 깨알 
같은 여행서! 20년 동안 유럽을 누비면서 여행자들과 동고동락한 여행 
가이드의 해박하고 맛깔나는 이야기! 나의 버킷리스트에 올린 유럽 여행
지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행 가기 전 맞춤 준비로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감동적인 나만의 여행을 계획하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아이와 함께라서 더 특별한 처음 떠나는 가족 여행(개정판)

홍미경 지음｜사륙배판 변형｜352쪽｜18,500원｜2판1쇄 2013년 5월 출간

4개월~3세 아기와 함께 떠날 수 있는 초보 가족 여행 가이드북! 소중한 
아기도, 엄마 아빠도 좋아할 만한 맞춤 가족 여행지를 안내하고 아기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감성 여행지를 소개한다. 아기와의 여행
에 꼭 필요한 여행 용품과 아기 먹거리까지 초보 가족 여행의 노하우도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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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과 월별 체험에 맞춘 여행지 100 대한민국 대표 주말가족여행

박동철 지음｜신국판 변형｜476쪽｜19,8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2판1쇄 2016년 2

월 출간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주말가족여행 완벽 가이드. 이 책은 계절과 월별 
체험에 맞춘 여행지 100곳을 소개하고, 미리 알아야 할 지식과 놓치면 안 
될 체험거리를 담고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좋은 지침서가 된다. 
여기에 오토캠핑, 시티투어, 주말 체험 프로그램, 방학맞이 가족 해외여

행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우리나라에 숨은 이색적 풍경 유럽 같은 국내 여행지

백상현 지음｜신국판 변형｜344쪽｜16,0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유럽을 사랑한 여행작가가 찾은 그림 같은 국내여행지를 소개한다. 중세
의 성을 걷듯 고풍스러운 곳, 스위스의 맑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프라
하의 멋과 로마의 정취가 있는 곳, 벨기에의 골목과 스페인의 마을을 닮
은 곳 등 유럽과 닮은 듯 색다른 여행지를 담았다. 비싼 경비와 시간 때문
에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여행자들에게 꼭 맞는 여행지를 알려 준다.

언제 걸어도 좋은 서울 산책길 50

최미선·신석교 지음｜30절판｜336쪽｜14,500원｜2판1쇄 2015년 5월 출간

언제든 가볍게 떠나는 반나절 서울 걷기 여행!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아야 할 것을 담았다. 숲길, 하
천길, 골목길, 역사문화길까지 테마별로 산책길을 걸으며 볼거리 및 먹
거리 또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언
제 어디서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100년 전통 맛집부터 최근 ‘핫’한 맛집까지 대한민국 대표 맛집 1000

강경원·이보현·이화석·전계욱 지음｜신국판 변형｜360쪽｜16,500원｜초판1쇄 2013년 4

월 출간,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전국 방방곡곡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여행 블로거 기자단 출신 4인이 찾
은 맛집 1,000곳을 소개한다. 매체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만 알음알음 찾아가는 숨어 있는 맛집까지, 전국을 누비며 찾은 
보석 같은 맛집들을 수록했다. 맛집과 연계해 주변 여행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맛집 주변의 여행 정보도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표 꽃 여행

최미선·신석교 지음｜신국판 변형｜352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2판1쇄 

2016년 3월 출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화사한 꽃 속을 누벼라! 지심도의 동백꽃에서 하
동 쌍계사의 십리벚꽃길, 남해 두모마을의 유채밭, 민둥산 억새 등 사시
사철 향기로운 꽃길을 담았다. 로맨틱하면서도 여유 있는 여행을 꿈꾸는 
연인이나 가족, 또는 좋은 출사지를 찾아 전국을 오가는 출사족이라면 누
구나 꼭 한 번 가 봐야 할 곳을 소개한다. 

일생의 버킷리스트 No.1 혼자 훌쩍 여행 떠나기 혼자여서 더 좋은 여행(개정판)

구지선 지음｜사륙배판 변형｜392쪽｜18,500원｜2판1쇄 2013년 3월 출간

커플이 아니어도, 친구들과의 동행이 아니어도, 나 혼자 떠나는 여행 또
한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운치 있는 산책길,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예술 작품이 공존하는 미술관, 혼자서도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다정
한 맛집,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테마파크 등 개인의 취향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지 37곳을 소개한다.  

당일 여행부터 제주 드라이브 코스까지 커플여행(개정판)

홍미경 글·사진｜사륙배판 변형｜352쪽｜16,500원｜2판1쇄 2013년 4월 출간

첫키스처럼 달콤한 둘만의 여행을 떠나 보자.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당
일 여행, 수줍은 연인들을 위한 무박 야간 여행, 커플들만의 은밀한 1박 2
일 여행, 연인과의 로맨틱한 2박 3일 여행까지 도시를 벗어나 데이트와 
여행을 즐기고픈 젊은 커플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보통날의 서울 산책

구지선 지음｜신국판 변형｜196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작가가 그동안 《ENJOY 서울》, 《나홀로 여행》을 집필하면서 얻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보석같은 길을 엄선하였다. 친밀
한 일상 속 경험담을 길과 연관 지어 읽다 보면 자분자분 그 길을 산책
하는 기분이 든다. 이 밖에도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아름다운 야경 장소 
11곳도 함께 소개해 산책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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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가 봐야 할 국내 여행 버킷리스트 101 

최미선·신석교 지음｜신국판｜508쪽｜22,0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훌쩍 떠나고 싶은 당일치기 근거리부터 열정을 재충전해 줄 1박 2일 주
말 코스까지 국내 여행지 베스트 101개를 선정, 특별한 안식과 추억을 담
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각 여행지 속에 담긴 의미와 사연, 전설에 이르기
까지 스토리를 담고 있어 여행을 더욱 재미있고 값지게 한다.
 

제주사람들이 즐겨 찾는 제주의 대표 맛집 탐방기 제주를 맛보다

강석균 지음｜신국판｜304쪽｜15,000원｜초판1쇄 2012년 7월 출간

청정 자연을 품은 제주가 키워 낸 재료를 이용해 만든 제주의 대표 향토
음식을 소개한다. 각각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른 맛집과 주변 볼거리
까지 다루어 ‘제주 맛집 투어’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이드서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특별한 여행을 떠
나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숲과 바다, 하늘을 만나는 놀멍 쉬멍 제주 제주 걷기 여행 코스북

강석균 지음｜신국판 변형｜480쪽｜18,5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2판1쇄 2016년 

6월 출간

제주의 숨을 길을 찾아 떠나는 걷기 여행. 제주를 대표하는 올레길 외에 
한라산 등반길과 오름길, 숲과 섬길 등 총 53개의 제주길로 초대한다. 올
레만 찾던 발걸음을 색다른 제주의 길로 옮겨 보자. 제주의 숲과 바다, 하
늘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나를 찾고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
을 것이다.

자유로운 스페인 생활자 이야기  스페인에 빠지다

김지영 지음｜신국판 변형｜264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9월 출간, 2판1쇄 2016년 

9월 출간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축제가 되는 곳, 스페인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
개한다. 스페인의 매력에 반해서 수년째 스페인에 살고 있는 저자가 여행
자가 아닌 생활자의 눈으로 스페인의 진짜 모습을 담았다.
축제, 플라멩코, 투우, 시에스타, 바르 등 스페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
움을 열정적인 스페인 스타일로 즐겨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산과 물과 그 어디쯤 화천에서 놀자 

양소희 지음｜사륙배판 변형｜340쪽｜15,0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세계 7대 불가사의 축제로 꼽히는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화천은 사계절 
내내 당신이 기대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이다. 8가지 테마, 36곳의 
대표 스팟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전거 트레킹 코스, 이외수의 감성마을 등 
화천 구석구석 특별한 매력을 찾아 지금 떠나보자. 

커피의 본고장에서 만나는 카페&커피 이야기  이탈리아 카페 여행

맹지나 지음｜신국판 변형｜432쪽｜17,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2판1쇄 2016년 

9월 출간

아름다운 풍경, 이색적인 카페,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한 이탈리아 커피 
여행서! 커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만난 카페 & 커피 이야
기를 담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가 건네 주는 커피 한 잔으로 낯선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커피 향기 가득한 이탈리아로 문화 기행을 떠나 보자.

여행 전에 꼭 읽어야 할 미국 여행 버킷리스트

베로니카 글·사진｜사륙배판 변형｜452쪽｜22,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2판1쇄 

2016년 4월 출간

천 가지 표정을 가진 미국, 어디서 무엇을 즐길까? 끝없이 넓은 미대륙에 
창조된 도시, 자연, 문화 중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모아 한 권에 담았다. 책
을 따라 미국 전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넘나들다 보면 마치 미국을 횡단
하는 듯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파리를 사랑한 화가의 매혹적인 예술거리 산책 파리 메모아르

류승희 지음｜사륙판 변형｜400쪽｜16,500원｜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화가가 바라본 매혹적 파리 에세이. 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파리에서
는 한 걸음만 내딛어도 예술적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예술가의 추억을 가
득 담은 카페에서 어느새 빅토르 위고와 차 한잔을 나누기도 하고 피카소
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파리의 골목골목에서 보석 같은 예술의 
흔적을 더듬는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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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감성 여행지 동유럽 소도시 여행

백상현 글·사진｜국판 변형｜360쪽｜15,000원｜2판1쇄 2016년 7월 출간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깨끗한 자연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가득한 동유럽을 거닐어 보라. 고요한 골목 어귀를 
서성거리거나 광장 한켠의 노천카페에서 향긋한 차 한잔을 마셔도 좋다. 
동유럽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과 이야기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나만의 여행 이야기도 만들어 보자.   

산티아고로 떠날 때 필요한 모든 것 산티아고 가이드북

존 브리얼리 지음｜신선해 옮김｜신국판 변형｜408쪽｜17,500원｜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33일 일정의 단계별 지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숙박 정보, 16개 주요 도
시 및 마을의 상세 지도, 알아 두면 좋은 역사적 상식까지 산티아고 여행
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수록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내
면, 외면적 준비 과정부터 깨달음의 작은 기록까지 담고 있어 산티아고로 
떠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순례자의 길을 걷다 산티아고 가는 길

최미선 글·신석교 사진｜신국판 변형｜344쪽｜15,000원｜초판1쇄 2009년 1월 출간

나를 찾아 떠나는 걷기 여행, 산티아고 길 위에 서다. 끝없이 펼쳐지는 
800km의 순례길. 배낭을 짊어지고, 먼지 풀풀 나는 흙길에서 낯선 이의 
배낭 무게를 걱정해 주고, 구급약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  고민 없이 훌쩍 떠나자! 

ENJOY 국내여행 시리즈

ENJOY 시리즈와 함께라면 국내 숨은 명소를 찾는 재미가 두 배!

해외 여행지만 낯선 곳에서 느끼는 여행의 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도 멋진 

풍광과 이야기를 간직한 보석 같은 곳이 너무나 많다. 이번엔 시리즈는 꼭 가 봐야 할 

유명 관광지부터 국내 구석구석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명소까지 꼼꼼하게 담고 있

다. 일정과 동선을 고려한 추천 코스는 물론 저자가 소개하는 색깔 있는 테마 여행과 

여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시간, 짧은 휴가와 주말을 이용해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 

말고 ENJOY 국내여행 시리즈와 함께 훌쩍 떠나 보자!

ENJoY 국내여행 시리즈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번엔 강원도 강석균 지음ㅣ국판ㅣ540쪽ㅣ19,8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7년 6월 출간

이번엔 제주 강석균 지음ㅣ국판ㅣ472쪽ㅣ18,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7년 6월 출간

이번엔 남해안 정양희 지음ㅣ국판ㅣ432쪽ㅣ18,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7년 6월 출간

이번엔 서울      구지선 지음ㅣ국판ㅣ372쪽ㅣ16,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7년 6월 출간 

이번엔 경주 강석균 지음ㅣ국판ㅣ352쪽ㅣ15,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7년 11월 출간 

이번엔 부산      구지선 지음ㅣ국판ㅣ332쪽ㅣ16,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7년 6월 출간 

이번엔 울릉도・독도 장치은·장치선 지음ㅣ국판ㅣ188쪽ㅣ13,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10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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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즐기는 가장 빠른 방법

 인조이 세계여행 시리즈

“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

 대신 고민해 주는 친절한 여행 가이드북”

배낭 여행자를 위해 인기 있는 주요 여행지를 도시별, 국가별로 담았다. 일정과 동선을 

고려한 여행 코스는 물론, 여행의 달인이 알려 주는 팁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하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신 정보와 꿀팁이 가득한 가이드 북

자유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전문가의 추천 코스

독자가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테마 여행

여행자의 1분 1초를 아껴줄 휴대용 맵북과 인조이맵 서비스

인조이 세계여행 시리즈    eBook 유료 다운로드

01 인조이 도쿄  세계여행정보센터 지음ㅣ국판ㅣ468쪽ㅣ17,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 5판1쇄 2018년 1월 출간

02 인조이 오사카  세계여행정보센터 지음ㅣ국판ㅣ340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7판1쇄 2019년 1월 출간

03 인조이 베트남      편집부 지음ㅣ국판ㅣ216쪽ㅣ12,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5판1쇄 2019년 3월 출간

04 인조이 미얀마       류영수 지음ㅣ국판ㅣ384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8년 2월 출간

05 인조이 이탈리아  윤경민 지음ㅣ국판ㅣ560쪽ㅣ22,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8년 2월 출간

06 인조이 방콕       강석균 지음ㅣ국판ㅣ416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9년 1월 출간

07 인조이 호주       정태관·정양희 지음ㅣ국판ㅣ356쪽ㅣ16,9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5판1쇄 2018년 12월 출간

08 인조이 싱가포르    김미선·임현지 지음ㅣ국판ㅣ328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8년 2월 출간

09 인조이 유럽 김지선·문은정 지음 ㅣ국판ㅣ976쪽ㅣ2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5월 출간 

10 인조이 규슈 정태관 글·승필호 사진 ㅣ국판ㅣ316쪽ㅣ15,8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9년 2월 출간

11 인조이 파리 김지선·문은정 지음 ㅣ국판ㅣ352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9년 1월 출간

12 인조이 프라하 김지선·문은정 지음ㅣ국판ㅣ236쪽ㅣ14,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6월 출간

13 인조이 홋카이도 정태관 지음ㅣ국판ㅣ296쪽ㅣ15,8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8년 1월 출간

 14 인조이 뉴욕 김하연 지음ㅣ국판ㅣ504쪽ㅣ19,8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8년 2월 출간

15 인조이 홍콩 최은주 지음ㅣ국판ㅣ388쪽ㅣ18,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9년 1월 출간

16 인조이 두바이 박진영 지음ㅣ국판ㅣ160쪽ㅣ12,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2월 출간

17 인조이 타이완 양소희 지음 ㅣ국판ㅣ544쪽ㅣ18,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2월 출간

18 인조이 발리 한동엽 지음 ㅣ국판ㅣ356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3월 출간

19 인조이 필리핀 백주희 지음ㅣ국판ㅣ292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5판1쇄 2019년 1월 출간

20 인조이 런던 김지선·문은정 지음ㅣ국판ㅣ312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2월 출간

21 인조이 남미 함병현·홍원경 지음ㅣ국판ㅣ312쪽ㅣ19,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3월 출간

22 인조이 하와이 오다나 지음ㅣ국판ㅣ360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9년 4월 출간

23 인조이 상하이 이나미·민보영 지음ㅣ국판ㅣ336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 1쇄 2018년 3월 출간

24 인조이 터키 김지선·문은정 지음ㅣ국판ㅣ372쪽ㅣ19,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4판1쇄 2018년 4월 출간

25 인조이 말레이시아 강석균 지음ㅣ국판ㅣ536쪽ㅣ21,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3월 출간

26 인조이 푸껫 마연희 지음ㅣ국판ㅣ264쪽ㅣ1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5판1쇄 2019년 4월 출간

27 인조이 스페인・포르투갈  김지선·문은정 지음ㅣ국판ㅣ416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8년 12월 출간

28 인조이 오키나와 박용준 지음ㅣ국판ㅣ316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8년 1월 출간

29 인조이 미국 서부 오다나 지음ㅣ국판ㅣ400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5월 출간

30 인조이 동유럽 김지선·문은정 지음ㅣ국판ㅣ628쪽ㅣ22,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2월 출간

31 인조이 괌 민보영·이나미 지음 ㅣ국판ㅣ280쪽ㅣ1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1월 출간

32 인조이 중국 고승희·노근태 지음ㅣ국판ㅣ928쪽ㅣ2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4월 출간 

33 인조이 인도 양신혜·오빛나 지음ㅣ국판ㅣ816쪽ㅣ2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3판1쇄 2019년 2월 출간 

34 인조이 크로아티아  맹지나 지음ㅣ국판ㅣ328쪽ㅣ16,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2월 출간

35 인조이 뉴질랜드 김태훈 지음ㅣ국판ㅣ384쪽ㅣ16,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3월 출간 

36 인조이 칭다오 정태관·전현진 지음ㅣ국판ㅣ256쪽ㅣ15,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4월 출간 

37 인조이 스리랑카 빛걸음따라·김시온 지음ㅣ국판ㅣ324쪽ㅣ16,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2월 출간 

38 인조이 러시아  이승은 지음ㅣ국판ㅣ464쪽ㅣ19,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8년 2월 출간

39 인조이 다낭・호이안・후에 마연희 지음ㅣ국판ㅣ232쪽ㅣ13,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9년 2월 출간 

40 인조이 치앙마이  맹지나 지음ㅣ국판ㅣ316쪽ㅣ16,5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2판1쇄 2019년 4월 출간

41 인조이 스위스  맹지나 지음ㅣ국판ㅣ392쪽ㅣ17,000원(휴대용 여행 가이드북 포함)ㅣ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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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리즈  eBook 유료 다운로드

01 지금, 도쿄 신연수 지음ㅣ사륙판ㅣ272쪽ㅣ13,000원ㅣ2판 1쇄 2018년 9월 출간

02 지금, 오사카 교토·고베·나라 오상용·성경민 지음ㅣ사륙판ㅣ276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0월 출간

03 지금, 홍콩 마카오 박진주 지음ㅣ사륙판ㅣ276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0월 출간

04 지금, 싱가포르      최동석 지음ㅣ사륙판ㅣ280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8월 출간 

05 지금, 칭다오 고승희·노근태 지음ㅣ사륙판ㅣ288쪽ㅣ13,000원ㅣ2판1쇄 2019년 1월 출간 

06 지금, 오키나와      오상용·성경민 지음ㅣ사륙판ㅣ292쪽ㅣ12,000원ㅣ2판1쇄 2019년 3월 출간 

07 지금, 규슈 후쿠오카·나가사키·벳푸·유후인 한수진 지음ㅣ사륙판ㅣ292쪽ㅣ12,000원ㅣ2판1쇄 2019년 3월 출간

08 지금, 파리 베르사유 궁전・몽생미셸   �정태관·전분홍·임재훈·김창규 지음ㅣ사륙판ㅣ292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9월 출간

09 지금, 방콕 오상용·성경민 지음ㅣ사륙판ㅣ272쪽ㅣ12,000원ㅣ2판 1쇄 2019년 1월 출간

10 지금, 타이베이 김도연 지음ㅣ사륙판ㅣ272쪽ㅣ13,000원ㅣ3판 1쇄 2018년 11월 출간

11 지금, 홋카이도 삿포로・오타루・후라노 윤가영 지음ㅣ사륙판ㅣ264쪽ㅣ13,000원ㅣ2판 1쇄 2018년 10월 출간

12 지금, 다낭 호이안・후에 이보람·배은희 지음ㅣ사륙판ㅣ244쪽ㅣ12,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3 지금, 괌  오상용·성경민 지음ㅣ사륙판ㅣ248쪽ㅣ12,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4 지금, 런던  맹지나 지음ㅣ사륙판ㅣ288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5 지금, 대마도 한수진 지음ㅣ사륙판ㅣ248쪽ㅣ12,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6 지금, 상하이 항저우・쑤저우     �고승희·노근태  지음ㅣ사륙판ㅣ292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7 지금, 치앙마이 치앙라이 �오상용·성경민 지음ㅣ사륙판ㅣ256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19 지금, 시코쿠 �최미혜 지음ㅣ사륙판ㅣ292쪽ㅣ13,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20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오상용 지음ㅣ사륙판ㅣ200쪽ㅣ12,000원ㅣ2판1쇄 2018년 8월 출간

21 지금, 가오슝 타이난・컨딩・헝춘 �김도연 지음ㅣ사륙판ㅣ232쪽ㅣ12,000원ㅣ2판1쇄 2018년 11월 출간

22 지금, 발리�� 송지헌 지음ㅣ사륙판ㅣ240쪽ㅣ12,000원ㅣ초판1쇄 2018년 12월 출간

23 지금, 비엔나 잘츠부르크・인스브루크�� 유상현 지음ㅣ사륙판ㅣ284쪽ㅣ13,000원ㅣ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지금,도  지도 서비스
여행 가이드북 <지금, 시리즈>의 부가 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스폿 정보 및 코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h t t p : / / n o w . n e x u s b o o k . c o m

■  나만의 맞춤 여행을 위한 완벽 가이드북 
지금 시리즈

여행 초보들이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가이드북!

언제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행

지를 결정하는 것도, 항공권을 사는 것도, 일정을 짜는 것도 막막해 여행을 그저 가슴 

속에만 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하는 <지

금 시리즈>를 주목하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코스, 여행지에서 꼭 해봐야 할 것

들만 담았으니 고민도 NO! 걱정도 NO!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 항상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지금 시리즈>와 함께 지금! 떠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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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미·실용·여행 출간 도서 목록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
하마치 지음｜최인정 옮김｜국판｜124쪽｜9,000원｜2판1쇄 2014년 4월 출간

유방암 명의가 풀어놓는 가슴 건강 이야기 유방암, 걱정마
이민혁·이지연 지음｜신국판 변형｜284쪽｜15,000원｜ 2판 1쇄 2016년 7월  출간

탈모 명의가 알려주는 탈모, 걱정마
최동기 지음｜신국판 변형｜올컬러｜132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2월, 2판 1쇄 2016년 7월 출간

대장부터 항문까지 장 건강에 대한 모든 것 대장암, 걱정마           보건복지부 선정올해의 건강 도서

남호탁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800원｜2판1쇄 2012년 3월 출간, 3판 1쇄 2016년 7월 출간

치매 어머니를 둔 노의사의 뒤늦은 깨담을 치매, 걱정마
니이미 마사노리 지음｜신국판 변형｜244쪽｜12,800원｜2판1쇄 2016년 7월 출간

류마티스를 만나고 더 행복해진 젊은 주부 이야기 류마티스, 걱정마
와타나베 치하루 지음｜신국판 변형｜244쪽｜13,500원｜2판 1쇄 2016년 7월  출간

맛있게 뚝딱! 양파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남진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44쪽｜7,500원｜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양배추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32쪽｜7,500원｜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토마토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44쪽｜7,500원｜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당근 

이시하라 유미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08쪽｜7,500원 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브로콜리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96쪽｜7,500원｜ 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생강・파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44쪽｜7,500원｜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맛있게 뚝딱! 무

이시하라 유미·마키노 나오코 지음｜황지희 옮김｜사륙배판 변형｜114쪽｜7,500원｜2판 1쇄 2016년 8월 출간

살 빼고 싶다면 내 마음을 먼저 진단하라! 심리로 보는 다이어트 성공법
김명찬 지음｜신국판 변형｜232쪽｜14,000원｜2판1쇄 2013년 3월 출간

똥배 잡는 실천 노하우 참 쉬운 뱃살 빼기
주부의 벗사 엮음｜정정림 옮김｜신국판 변형｜156쪽｜12,800원｜2판1쇄 2011년 8월 출간 

합병증과 고혈당을 잡는 8주 혁명! 당뇨병
대한한방당뇨연구회 지음｜사륙배판 변형｜248쪽｜15,000원｜초판1쇄 2005년 8월 출간

지독한 관절통증 제대로 잡는다! 관절염
고용곤 지음｜사륙배판 변형｜240쪽｜15,000원｜초판1쇄 2006년 2월 출간

속이 편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위장질환・위암 
김충배 지음│사륙배판 변형│올컬러│164쪽│13,000원│초판1쇄 2007년 8월 출간

아름다운 건강 비법 김소형의 경락마사지 30분
김소형 지음｜사륙배판 변형｜204쪽｜15,000원｜초판1쇄 2005년 2월 출간

자연에서 손쉽게 찾아 쓰는 한국의 약용나무 약초도감
솔뫼 지음｜사륙배판｜968쪽｜98,000원(양장+케이스)｜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캠핑, 가족 여행에 딱 맞는 아이디어 요리 바비큐를 굽자
다케다  지음｜사륙배판 변형｜152쪽｜11,000원｜초판1쇄 2014년 3월 출간

찰나의 순간 BABY / LoVE / DoG / CAT

행복한 우리가족 外 지음│사륙배판 변형(188×228)│76쪽│16,000원│초판 1쇄 2017년 2월 출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야구의 디테일 야구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eBook 유료 다운로드

배우근 지음｜사륙판 변형｜364쪽｜14,500원｜초판1쇄 2015년 9월

당신의 내면에 감춰진 삶의 해법을 찾는다! 정통 타로카드 배우기
정인자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3,800원｜초판1쇄 2004년 2월 출간, 2판1쇄 2009년 12월 출간

패션&슈즈의 엣지 있는 믹스매치 노하우 잇 걸 스타일
한정민 지음｜신국판 변형｜204쪽｜15,000원｜2판1쇄 2012년 12월 출간  

초보자도 두 시간이면 뚝딱! 생활 소품 손뜨개 태팅 레이스  eBook 유료 다운로드

태팅이 즐거운 사람들 지음｜사륙배판 변형｜152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12월 출간

미산가 실팔찌 만들기 
일본 보그사 엮음｜박양순 옮김｜강민재 감수｜사륙배판 변형｜92면｜11,000원｜초판1쇄 2014년 5월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사진 노하우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1, 2

박동철 글·사진｜사륙배판 변형｜280~296쪽｜16,500~16900원｜2판1쇄 2009년 7, 8월 출간

우리 집 기 살리는 풍수 인테리어 집에도 생명이 있다 
이한종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3,5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쉽게 익혀 바로 연주하는 오카리나 배우기
넥서스 콘텐츠 개발팀 엮음｜사륙배판 변형｜184쪽｜11,000원｜2판1쇄 2012년 9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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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국제학교 입학의 모든 것 국제학교 입학가이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안윤정 지음│신국판 변형│216쪽│17,000원│초판1쇄 2012년 11월 출간

모건 부부의 모터사이클 남북 종단기 발칙한 여행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개러스 모건·조앤 모건 지음｜사륙판 변형｜292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누구나 쉽게 만드는 50가지 캠핑 레시피 남자의 캠핑 요리 
다케다 지음｜사륙배판 변형｜올컬러｜152쪽｜11,000원｜초판1쇄 2014년 3월 출간, 2판1쇄 2016년 5월 출간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온 더 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박준 지음｜128×188｜368쪽｜15,000원｜초판1쇄 2006년 6월 출간, 2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임종진의 삶, 사람 바라보기 천만 개의 사람꽃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eBook 유료 다운로드                     
임종진 지음｜신국판 변형｜344쪽｜15,0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작은 공간과 요리 그리고 인생 이야기 수상한 주인장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주현 지음｜신국판 변형｜284쪽｜16,800원｜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청춘無한도전 세상의 중심에서 도전을 외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2010년 LG글로벌챌린저 대원들 지음｜신국판 변형｜3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중동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음｜신국판 변형｜360쪽｜17,000원｜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강영권 검사가 사랑한 인생 그의 글에 기대어 웃고 울다  
강영권 지음｜사륙배판 변형｜348쪽｜12,000원｜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강영권 검사가 사랑한 세상 그의 길에 기대어 웃고 울다
강영권 지음｜사륙배판 변형｜340쪽｜12,000원｜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  eBook 유료 다운로드

존 맥스웰 지음｜최형근 옮김｜국판 변형｜양장｜148쪽｜9,0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6620km, 꿈을 찾아 떠난 북미 대륙 횡단기 라이딩 인 아메리카  eBook 유료 다운로드

문종성 지음｜사륙배판｜296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젊은 예술학도 6명의 가슴 뜨거운 세계 여행기 아트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천성훈 지음｜사륙배판 변형｜388쪽｜15,0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낯선 시간 속으로 떠나는 베이징 뒷골목 이야기  eBook 유료 다운로드

소주영·박미애 지음｜신국판 변형｜236쪽｜11,800원｜2판1쇄 2008년 6월 출간       

지금은 길을 잃었을지라도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경집 지음｜신국판 변형｜336쪽｜12,500원｜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 

세상에서 가장 싸게 가는  럭셔리 신혼여행
김미선 글·사진｜신국판 변형｜260쪽｜12,500원｜초판1쇄 2008년 4월 출간

청춘無한도전 세상의 중심에서 도전을 외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2010년 LG글로벌챌린저 대원들 지음｜신국판 변형｜3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20살에 떠난 아찔한 세계여행
박진영 글·사진｜신국판 변형｜420쪽｜13,800원｜초판1쇄 2007년12월 출간

그곳에 가면 나는 자유가 된다 멈추지 않는 유혹, 스페인  
김지영 글·사진｜신국판 변형｜256쪽｜12,500원｜초판1쇄 2007년 8월 출간

떠난 그곳에서 시간을 놓다 히피의 여행 바이러스
박혜영 지음｜신국판 변형｜300쪽｜12,500원｜초판1쇄 2007년 3월 출간 

색다른 여행
양영훈 글·사진｜사륙배판 변형｜280쪽｜15,000원｜초판1쇄 2006년 12월 출간

술보다 더 매혹적인 술집 순례기 그곳에 가면 취하고 싶다
박미향 글·사진｜신국판｜304쪽｜11,000원｜초판1쇄 2005년 12월 출간

골목이 품은 서울의 풍경 그 골목이 말을 걸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대홍 지음｜사륙배판｜320쪽｜12,000원｜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15가지 테마로 즐기는 대구 여행 가이드북 맛있대, 멋있대, 재밌대
유연태·권현지·김숙현·유은영·박성원 지음｜국판｜140쪽｜10,0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초원광분 8인의 몽골여행 그날 밤 게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eBook 유료 다운로드

초원광분 글·사진｜사륙배판｜288쪽｜11,000원｜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

일하면서 떠나는 해외 테마 여행 직딩들의 해외여행 베스트 54
정태관·안선희·김태경 지음｜신국판 변형｜412쪽｜17,000원｜초판1쇄 2012년 11월 출간

숲과 바다, 하늘을 만나는 제주 걷기 여행 제주를 걷다
강석균 지음｜신국판 변형｜480쪽｜19,800원(제주 걷기 여행 가이드북 수록)｜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느리게 걸어야 더욱 향기로운 꽃길 여행 대한민국 대표 꽃길
최미선·신석교 지음｜신국판 변형｜360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카페 이탈리아
맹지나 지음｜신국판 변형｜408쪽｜17,5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탐닉하라! 아메리카의 천 가지 표정 미국 여행 바이블
베로니카 글·사진｜사륙배판 변형｜452쪽｜25,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설렘(FRoM CHINA)  
김성현 지음｜사륙배판｜올컬러｜260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사진에 취해 동유럽을 거닐다 아호이아호이
백상현 글·사진｜국판 변형｜360쪽｜16,500원｜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색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김선겸 지음｜신국판 변형｜448쪽｜22,500원｜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캘리포니아 미션을 따라가는 비움 여행  eBook 유료 다운로드

베로니카 글·사진｜신국판 변형｜264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그림 같은 이탈리아 해변 여행 하늘빛 아말피를 걷다 
아만다 태버러 지음｜강혜정 옮김｜사륙배판 변형｜376쪽｜16,500원｜초판1쇄 2009년 6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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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바람의 여행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용한 글·사진｜사륙배판 변형｜360쪽｜15,0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어느 배낭여행자의 숨은 소도시 여행 유럽 칸타타
백상현 글·사진｜사륙배판｜304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6월 출간

어느 배낭여행자의 유럽 소도시 여행 유럽에 취하고 사진에 미치다
백상현 글·사진｜사륙배판 변형｜312쪽｜15,000원｜초판1쇄 2007년 5월 출간

캠핑카 타고 유럽여행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혜연 글·사진｜사륙배판 변형｜264쪽｜13,500원｜초판1쇄 2008년 9월 출간

oNE FINE DAY IN 프라하
문선희 글·사진｜신국판 변형｜272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8월 출간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용한 글·사진｜신국판 변형｜304쪽｜13,500원｜초판1쇄 2007년 7월 출간

베로니카의 동유럽 여행기 인생에 쉼표가 필요할 때  eBook 유료 다운로드

베로니카 글·사진｜신국판 변형｜288쪽｜13,5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쉼표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성한 지음｜신국판 변형｜400쪽｜13,900원｜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향긋한 와인과 요리, 매혹적인 분위기에 취하다 와인집을 가다
박미향 지음｜신국판 변형｜272쪽｜13,500원｜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사는 17인의 열정 토크 행복한 밥벌이
홍희선·김대욱 지음｜신국판 변형｜316쪽｜13,000원｜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안녕하세요? 예술가씨!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규현 지음｜신국판 변형｜260쪽｜13,5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이 계절, 어디로 떠나 볼까? 대한민국 대표 계절여행 100 
한국관광공사 지음｜사륙배판 변형｜444쪽｜18,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한번 맛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야기 
한국관광공사 글·사진｜사륙배판 변형｜368쪽｜15,000원｜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자전거길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
농림수산식품부·한국어촌어항협회 지음｜사륙배판 변형｜424쪽｜25,000원｜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몽환적인 예술과 켜켜이 쌓인 시간을 따라가는 파리 산책길 파리의 어떤 하루  eBook 유료 다운로드

강석균 지음｜신국판 변형｜340쪽｜15,000원｜2판1쇄 2012년 6월 출간 

회색빛 하늘 아래 전통과 현대의 문화를 만나는 런던 산책길 런던의 어떤 하루  eBook 유료 다운로드

강석균 지음｜사륙배판 변형｜324쪽｜15,000원｜2판1쇄 2012년 6월 출간 

청춘의 여행법
이민학·신유진｜신국판 변형｜올컬러｜352쪽｜16,5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수상한 매력이 숨 쉬는 도쿄 뒷골목 이야기  eBook 유료 다운로드

강석균 글·사진｜신국판 변형｜280쪽｜13,0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혼자라도 즐거운 도쿄 싱글 식탁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신회 글·사진｜신국판 변형｜296쪽｜12,800원｜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내 맘대로 살아 보기 three  months     in Tokyo 안녕! 도쿄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소영 글·사진｜신국판 변형｜284쪽｜13,500원｜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달콤하고 행복한 Cake 여행 스위트 도쿄  eBook 유료 다운로드

주호진 글·사진｜신국판 변형｜276쪽｜13,500원｜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슬로시티 걷기 여행  eBook 유료 다운로드

박동철 글·사진｜신국판 변형｜280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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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취업으로 이끄는 코딩의 A to Z 코딩이 미래다

김기영 지음｜신국판 변형(152×215)｜176쪽｜12,800원｜초판1쇄 2019년 4월 출간

이 책은 코딩이 생소한 부모님들을 위한 책으로, SW 교육을 준비 중인 
초·중·고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잉글랜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비단 우리 아이
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의 관점과 사고가 바뀌면, 아
이들의 인생이 바뀐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한다. 코딩 교육과 같은 거대
한 시대적 흐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나혼자 끝내는 코딩 입문서 코딩으로 지구정복

코인(코딩하는 사람들) 지음｜신국판(152×225)｜220쪽｜13,8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볍고 쉽게 이해하고, 실제
로 몇몇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전자계산기를 코딩해 보고, 행운 번호 
추첨기도 만들어 보는 등,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이해하기 쉽고 기본을 탄
탄히 다질 수 있게 하는 코딩(프로그래밍) 입문서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경제·경영·자기계발
무한 경쟁의 시대, 

책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넥서스BIZ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혁신 기업의 비밀을 밝히는 창의력 특강 예술가처럼 일하라

에릭 월 지음｜신국판 변형(148×205)｜서애경 옮김｜232쪽｜13,000원｜2판1쇄 2019년 3

월 출간

에릭 월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그래피티 전문 아티스
트이자,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창의력 강연
의 주인공이다. 이 책은 금융, 교육, IT, 소프트웨어 등 분야를 막론한 500 
여 개 글로벌 기업 강연을 통해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과 삶을 성 
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야기해온 에릭 월 강연의 핵심을 담았다.

저는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는 마케터입니다 그놈의 마케팅

신영웅 지음｜국판 변형(140×200)｜256쪽｜13,8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각 분야별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다채로운 것들을 습득한 마케터 
신영웅. 최고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를 젊고 발랄하게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디지털 
비서관이자 뉴미디어 전문가에게 듣는 마케팅과 브랜드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움의 기술

김윤나 지음｜국판 변형(140×200)｜200쪽｜13,800원｜2판1쇄 2019년 1월 출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기술에 대
해 말한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연스러운 
나’를 찾아야 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 진짜 나의 삶을 찾아준 코칭심리전
문가 김윤나가 가치, 신념, 욕구, 감정, 강점이라는 5가지 ‘자연스러움의 
기술’로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자연스러움의 기술 진짜 나를 만나는 라이팅북

김윤나 지음｜사륙판(128×188)｜248쪽｜14,500원｜초판1쇄 2019년 2월 출간

『자연스러움의 기술』에서 소개한 가치Value, 신념Belief, 욕구Needs, 
감정Emotion, 강점Strength, 이 5가지 기술의 연장선으로, ‘나’로 살기 
위한 그 최소한의 삶의 기술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고 기록
하는 라이팅북이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기록해나가다 보면, 나
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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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직장인 생존 대화법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오수향 지음｜국판 변형(140×200)｜276쪽｜15,000원｜초판1쇄 2019년 1월 출간

상사의 어떤 말에도 ‘inner peace’를 유지하며 상사와 동료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대화법이 있다. 국내 대표 심리대화법 전문가인 오수향 저자의 
직장인 대화 설명서로, 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미생이 아닌 완생의 
직장 생존 대화법을 알려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아름다운 선물

이상민 지음｜국판 변형(142×200)｜284쪽｜17,500원｜2판1쇄 2019년 1월 출간

저자는 각각 10년간의 시급 생활과 경영 생활을 통해 시급 1만 원 시대
를 헤쳐 나가는 방법과 시급 1만 원을 넘어 나의 직장을 행복한 꿈의 일터
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급 1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닌, 시급을 올리는 방법, 즉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 근로자의 
가치와 경영자의 보람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를 바
란다.

유튜브 100만 크리에이터 고퇴경의 똘끼 충만 라이프 나는 유튜브로 논다

고퇴경 지음｜신국판 변형(145×225)｜208쪽｜13,000원｜2판1쇄 2018년 10월 출간

1인 미디어 시대에 나타난 크리에이터 고퇴경의 기상천외한 콘텐츠와 
그 뒷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약사인 동시에 콘텐츠 크리에
이터로 활동하게 된 고퇴경의 인생도 들여다볼 수 있다. 본업은 약사, 부
업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그의 즐거운 ‘투잡’ 라이프를 들을 차례다. 

창업/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지식재산 스타트 2.0

송상엽 지음｜사륙배판(190×260)｜256쪽｜22,000원｜2판1쇄 2018년 8월 출간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 100개의 구체적 질문과 그
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스타트 2.0》은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
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친밀하고 재미
있게 접할 수 있다. 

이토록 쉬운 블록체인&암호화폐

김기영 지음｜신국판 변형(145×205)｜200쪽｜12,0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일컬어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딱 필요
한 만큼만’ 설명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입문서다. 가장 쉬운 블록체인 가
이드북이자 왕초보를 위한 가상화폐 입문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해를 포기한 이들을 위한 맞춤 설명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영향력 인플루언서

이승윤·안정기 지음｜신국판 변형(145×205)｜444쪽｜17,8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

간

디지털 세상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
한 영향력을 발휘해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과, 기업이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설명서다. 기업은 어떻게 인플루언서
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지, MCN 회
사 같은 매개자는 어떻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기업과 인플루언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입소문을 만드는 SNS 콘텐츠의 법칙 바이럴

이승윤 지음｜국판 변형(140×205)｜280쪽｜15,000원｜2판1쇄 2018년 2월 출간

이 책은 디지털 세상에서 입소문을 만들고 주목을 끌며 기억에 오래 남고 
경험하게 하는 SNS 콘텐츠들이 무엇이고, 그 이면에 어떤 심리학적 법칙 
이 숨어 있는지 설명하는 마케팅 설명서다. 이 책에서는 입소문(Word-
of-Mouth), 주목(Attention), 기억(Memory), 경험(Experience)이 
라는 4가지 소비자 행동 패턴으로 설명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

장병규 지음｜국판 변형(140×205)｜244쪽｜15,0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스타트업 입문서로, 저자가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
동하면서 한국의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관계자를 위해 쓴 책이다. 
2000년대 초반 채팅 열풍을 몰고 온 ‘세이클럽’의 네오위즈와 현재 전 세
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블루홀을 공동 창업한 
장병규 저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와 실패의 과정인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나아가 한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책에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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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에서 194년 저주를 깨트린 테오 엡스타인에게 배우는 33역량

신호종 지음｜신국판(152×225)｜208쪽｜15,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메이저리그를 소재로 한 새로운 리더십 이야기로, 메이저리그 야구의 승
리 뒤에 숨어 있는 선수, 감독, 단장, 사장의 역량에 관한 책이다. 특히 월
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를 우승으로 이끈 테오 엡
스타인의 역량을 집중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저주’를 극복하
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비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솝우화에서 배우는 33역량

신호종 지음｜신국판(152×225)｜272쪽｜17,0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아이소포스’ 우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으
로 33가지 역량을 설명한다. 실제 코칭한 사례를 통해 실전 기술을 익히
는 책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18가지 표준역량과 OECD의 15가지 핵심
역량까지 역량멘토가 들려주는 역량면접, 역량평가, 역량코칭의 모든 것
을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언어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

은서기 지음｜국판 변형(140×205)｜312쪽｜15,0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를 위한 언어 사용 설명서다. 
경영학 박사이자 IT 전문가로 삼성SDS에서 다년간 프로젝트매니저
(PM)로 활동하고, 프리젠테이션 클리닉 강사, 베스트 프리젠터(Best 
Presenter) 심사위원을 역임한 저자의 새로운 리더를 위한 책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말하는 법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김성태, 정은희, 성시온, 장은영, 오희승, 정은하, 김일균, 김태엽 지음｜신국판 변형(152×

210)｜284쪽｜15,000원｜초판1쇄 2017년 9월 출간

대학 시절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8명
의 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소통에 애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
기 방법’을 소개한다. 대학 시절 다양한 토론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 사
회에 나와서 각자의 직업 전선에서 만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말하기에 관
해 이야기한다. 단순히 말하기의 전략적인 비법을 알려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례에서 몸소 느낀 말하기와 소통의 핵심을 전해 준다.

마음을 치유하는 그녀들의 이야기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베라 지음｜국판 변형(140×210)｜288쪽｜13,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내 귀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야기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에는 누군가가 해주는 말보다 더 깊고 진
정한 깨달음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는 그런 주옥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거침없이 질문을 던져라! 청춘의 질문은 항상 옳다

한동헌 지음｜국판 변형(140×215)｜276쪽｜13,8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마이크임팩트 한동헌 대표의 청춘을 위한 멘토서. “나, 꿈, 사랑, 성장, 성
공, 일, 사람, 행복” 등 인생의 여덟 가지 질문과 고민, 나눔과 답변이 담겨 
있다. 무엇이든 물음표가 느낌표를 만나는 순간, 짜릿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꼴 보기 싫은 직장 내 진상 대처법 너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고바야시 에치 지음｜조미량 옮김｜국판 변형(140×205)｜144쪽｜10,000원｜초판1쇄 2017

년 1월 출간

이 책에는 얍삽의 끝판왕 ‘민폐형’, 전형적 ‘밉상형’, 이해 불가 ‘사차원형
’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상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지 키
트를 통해 총 4가지 자가 유형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26가지로 분류한 진상 케이스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제시
하고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 커넥트 에브리씽

장윤희 지음｜국판 변형(140×205)｜288쪽｜13,000원｜초판1쇄 2016년 12월 출간

이 책은 카카오가 창업 10년 만에 이룬 성과를 짚고, 성장의 뒷이야기, 현
재의 진통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알려주는 카카
오 설명서다. 2006년 작은 벤처기업 ‘아이위랩’으로 출발해 다음카카오 
합병을 거쳐 창업 10년차에 접어든 카카오의 모습을 처음으로 다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경
제
·
경

영
·

자
기

계
발

  n
e

x
u

s
 b

iZ

경
제
·
경

영
·

자
기

계
발

  n
e

x
u

s
 b

iZ

 198  199

디지털 시대, 소비자 코드를 읽는 기술 구글처럼 생각하라

이승윤 지음｜사륙판(127×188)｜288쪽｜15,000원｜초판1쇄 2016년 7월 출간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
끌어낼 마케팅 전략을 유쾌하고 스마트하게 풀어 쓴 마케팅 설명서
다. 마케팅에 관련한 내용을 뛰어넘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
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

나카이 아쓰오 지음｜신국판 변형｜312쪽｜13,000원｜2판1쇄 2017년 3월 출간

이 책은 오(誤)노력 즉, 헛된 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전략서다. 오늘도 삽질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고 성공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인생 설계서이기도 하다. 

탁월한 생존력의 주인공이 되는 법 당신은 경쟁을 아는가

김광희 지음｜신국판｜224쪽｜12,900원｜초판1쇄 2013년 1월 출간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경쟁과 변화만이 당신의 인
생을 바꿀 수 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경쟁과 변화의 힘
을 믿어라! 세상은 경쟁과 변화를 주도하는 1%와 익숙함에 자신을 맡기
는 99%로 구분된다. 이 책을 통해 경쟁력을 가진 유연한 변화의 주체로
서 자신만의 강인한 생존력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핵심을 찌르는 짧고 강한 설득의 기술 비키니 화법

문석현 지음｜신국판｜232쪽｜12,000원｜2판1쇄 2014년 3월 출간

비키니 화법은 짧고 간결하지만 전체를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
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
으면서도 그 어떤 논리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한 시간 만에 1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박 쇼호스트 문석현이 상대방에게서 “YES”를 끌어
내는 설득의 기술을 소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소통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디톡스 커뮤니케이션

문석현 지음｜신국판｜224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포인트를 찾아 짧고 슬림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비법! 이 책의 저자 문
석현이 당신이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술을 소개
한다. 현재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섭게 만드는 군살을 체크하고, 불
순물을 배출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에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지방을 근
육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1분당 4,200만 원 판매의 신화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김효석 지음｜신국판｜240쪽｜12,800원｜초판1쇄 2013년 5월 출간

잘나가는 세일즈맨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 세일즈 업계에서 매
번 기록을 갱신하며 1분당 4,200만 원까지 판매고를 올린 김효석이 고객
의 지갑을 열게 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모두가 따라 하고 싶
을 만큼 매혹적인 그의 노하우가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세일
즈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조망하다 중국의 미래 10년

조용성 지음｜신국판｜508쪽｜17,000원｜초판1쇄 2012년 5월 출간

2012년부터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제4
세대 지도부가 퇴장하고, 시진핑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를 대표로 새로
운 10년을 이끌어 나갈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다. 이에 시진핑 차기 주
석 체제로 전개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에서의 상황을 예측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중국의 미래 10년을 조망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성공을 위한 중간 리더의 절대 법칙 어떻게 360도 리더가 되는가

존 맥스웰 지음｜강혜정 옮김｜신국판｜424쪽｜15,000원｜3판1쇄 2015년 2월 출간

리더십은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러나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직급
에 상관없이 상하좌우로 실천하는 360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존 맥스웰은 누구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팀원 또는 리더가 되는 법을, 그간의 리더십 이론과 수많은 실
례를 총 정리하여 명쾌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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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최현우의 마음 읽기 심리학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최현우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3,800원｜2판1쇄 2017년 2월 출간

멘탈리즘의 궁극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상대의 
마음과 행동을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데 있다. 예컨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속으로 끙끙대기보다 멘탈리즘을 익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에 접근한다면 마침내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최현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
로 유도해 온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결혼 준비부터 결혼 5년 차까지 돈 모으는 쏠쏠한 재미 알짜배기 신혼부부 재테크

류재운·허영미 지음｜신국판｜260쪽｜13,000원｜2판1쇄 2013년 4월 출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커플이 된다는 것은 ‘1+1=2’라는 공식을 뜻하
는 것이 아니다. 커플의 일 더하기 일은 무한대를 의미한다. 두 사람의 노
력과 지혜가 더해질 때 재테크는 덧셈의 효과보다 곱셈의 성과를 낳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라.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자산을 늘리는 비법은 물론 사랑과 행복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슈퍼실버 빈곤실버

장우승 지음｜신국판｜280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슈퍼실버 재무 관리법! 안전적인 노후자금을 확보
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슈퍼실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
근차근 은퇴 준비를 해 나가라. 이 책을 통해 20대, 30대, 40대 나이별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 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성공하는 기업의 문화 DNA GWP

조미옥 지음｜신국판 변형｜360쪽｜20,000원｜초판1쇄 2014년 8월

일터의 경쟁력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신
뢰는 경쟁력의 원천이며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회사와 직원을 하나
로 만드는 방법! 신뢰경영에서 그 해답을 찾아라. 이 책을 통해 당신
은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켄터키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의

1008번의 실패, 1009번째의 성공

최은영 지음｜사륙판 변형｜200쪽｜13,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세계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KFC를 세운 커넬 샌더스의 기적 같은 성공신
화! 66세에 파산해 남은 전 재산이 105달러뿐이었던 그는 켄터키 후라
이드 치킨에 승부수를 건다. 미국 전역의 식당을 방문하지만 돌아오는 것
은 거절과 무시뿐. 하지만 불굴의 샌더스는 1009번째 식당에서 마침내 
첫 계약을 따내 성공의 싹을 틔운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기는 독
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100% 충전시켜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홍익대 박교수의 성공 광고 특강

박문수 지음｜신국판 변형｜384쪽｜28,000원｜2판1쇄 2010년 8월 출간

아트디렉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관점에서 300여 개의 성공 광고 체
크리스트를 정리한 대한민국 대표 광고 입문서! 이 책에는 광고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업계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
는 생생한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이다.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김종원 지음｜신국판｜248쪽｜13,800원｜초판1쇄 2014년 2월 출간

최고의 위치에서 ‘삼성’이라는 신화를 쌓아 온 삼성 임원들과 당신의 차
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싶다
면,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삼성의 임원들이 생각하고, 행동
하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삼
성의 임원들이 ‘자기 발전’을 넘어 ‘자기 혁신’에 이르는 길을 알려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미래의 행복을 디자인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

류진룡 외 24인 지음｜사륙배판 변형｜528쪽｜28,000원｜초판1쇄 2009년 2월 출간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25
인이 집필한 엔터테인먼트 교재의 정석! 이 책은 미래 문화의 성장 엔진이
라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미래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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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에티켓 교과서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매너에 있다

호조 구미코 지음｜조미량 옮김｜신국판 변형｜132쪽｜11,0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이 책은 인사법, 옷차림 등 기본적인 매너부터 회의 진행, 이벤트 주관 노
하우 등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까지, 직장인이 꼭 알고 지
켜야 할 매너를 그림으로 설명한 ‘비즈니스 매너 가이드북’이다. 매너를 
글로만 설명한 딱딱하고 지루한 책은 가라! 

머니 마그넷 인간의 비밀 돈이 붙는 부자의 법칙

마리클레어 칼라일 지음｜이진경 옮김｜신국판 변형｜264쪽｜13,800원｜2판1쇄 2016년 12

월 출간

이 책은 ‘머니 마그넷’이 되는 법, 즉 돈이 붙는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
준다. 머니 마그넷이란 무엇인가? 머니 마그넷이란 유사한 것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에 따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부를 발견하고, 
그 에너지로 외적인 부를 끌어들이는, 전 세계 1% 부의 비밀을 아는 지혜
자를 가리킨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에
게 이 책은 큰 영감과 도움을 줄 것이다.

메디치에서 하워드 슐츠까지 신화가 된 30인의 기업가

우베 장 호이저, 존 융클라우센 엮음, 이온화 옮김｜신국판 변형｜280쪽｜13,800원｜2판1쇄 

2015년 6월 출간

이 책은 독일의 일간지 《차이트》가 이상적인 기업가상을 찾기 위해 지난 
700년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유명 기업가들의 성공적인 행동 모델과 
다양한 특성을 취재하여 엮은 것이다. 그들에게 씌워진 과대 포장을 벗기
고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기업가 정신을 기준으로 경영자로서의 면모
를 치밀하게 파헤쳤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강한 여자가 아름답다 

허영순 지음｜신국판｜312쪽｜13,800원｜2판1쇄 2016년 9월 출간

저자는 IBK기업은행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여행원에서 지점장의 자리에
까지 올랐다. 저자는 남성 중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어 내기로 결심했다면 도전하고 인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말
한다. 일, 가정, 육아 등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
해 저자는 그 길을 먼저 거쳐 온 선배로서, 인생의 멘토로서 자신만의 노
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아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민병철 교수의 청춘 멘토링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민병철 지음│신국판 변형│256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이 책은 민병철 교수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 이 책을 통해 ‘좋은 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
는 ‘성공’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뒤집어엎고 있다. 민병철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한 자신의 삶
을 이 책에 담아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일한다면 사장처럼

류랑도 지음｜신국판｜264쪽｜14,000원｜초판1쇄 2014년 4월 출간

회사는 사장의 마인드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올인하는 인재를 원
한다.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남
을 수 없다.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 류랑도가 탁월한 해법을 제
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일 공부

류랑도 지음｜신국판｜256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많은 직장인이 그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품질의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은 ‘노력의 무게’가 아니라 ‘결과물’로 증
명되어야 한다. ‘노력의 무게’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업무
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에 끌려다니게 된다. 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 공부를 시작하라. 한국의 피터 드러커 류랑도
가 탁월한 해법을 제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존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 누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 

존 맥스웰 지음｜이형욱 옮김｜현대경제연구원 리더십센터 감수｜신국판｜344쪽｜16,000원｜

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수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
의 연구를 통해 ‘5단계 리더십’을 개발하고 120개 이상의 나라에
서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실제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고,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엄청난 성과를 향상시켰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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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이정숙 지음｜신국판 변형｜276쪽｜13,8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국내 최고의 대화 전문가 이정숙은 많은 사람이 이성의 말을 바르게 통역
하고 해독하여 남녀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최소화시키고 평화롭
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30개의 상황에 맞춰 제시한다. 남녀 간의 대화
의 특징을 이해하면 내 배우자가, 내 연인이, 내 이성 동료가 별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말하는 법 당신의 말

김성태, 정은희, 성시온, 장은영, 오희승, 정은하, 김일균, 김태엽 지음｜신국판 변형｜284쪽｜

15,0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대학가 
손석희와 말짱들이 들려주는 ‘말’이란 것!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하기가 두
렵고 소통에 애먹는 사람들을 위한 ‘말하기 방법’을 알려 준다. 말하기 달
인이라 불리는 8명의 저자가 전해주는 비법으로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도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로버트 켈시 지음｜인윤희 옮김｜신국판｜328쪽｜15,000원｜초판1쇄 2014년 9월 출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이란,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란 무엇인지, 나의 트라우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끊임없이 
내 삶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
(map)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 이 책이 바로 
당신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김영한 지음｜신국판 변형｜224쪽｜9,800원｜초판1쇄 2003년 10월 출간

이 책을 통해 감성 세대의 혼을 붙잡는 마케팅 기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
다. 작은 커피숍으로 출발하여 세계 일류 브랜드로 당당하게 우뚝 선 스
타벅스의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철저히 잡는다’는 마케팅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 담긴 감성 전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
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력 4.0 입문편 창의력에 미쳐라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143*198)｜360쪽｜16,500원｜2판 1쇄 2018년 4월 출간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오른 책으로, 독자들의 머리를 흔들어 깨
우는 기발하고 통쾌한 창의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창의력 4.0 심화편 창의력을 씹어라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143*198)｜360쪽｜16,500원｜2판 1쇄 2018년 4월 출간

창의력 분야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책으로, 삼시 세끼 밥처럼 먹어야 하는 창의력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창의력 4.0 발상 전환편 미친 발상법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143*198)｜320쪽｜16,500원｜2판 1쇄 2018년 6월 출간

발상 전환을 통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창의력 4.0 실천편 생각은 왜 Yes 아니면 No뿐일까?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140*198)｜324쪽｜15,000원｜2판 1쇄 2018년 9월 출간

이 책은 창의력의 핵심 요소인 ‘생각의 다양성’, 즉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키울 수 있는 4
가지 생각도구에 대한 설명서로, 창의력 계발 전문가인 김광희 교수의 신작이다. 창의력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읽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창의력 4.0 사례편 일본 창의력 여행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143*198)｜316쪽｜16,000원｜2판 1쇄 2018년 6월 출간

일본 도쿄에서 조우한 톡톡 튀는 창의력 이야기. 그들을 느끼고, 직시하고, 분석하면 머지않아 마
주하게 될 난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에 맞서는 창의력 계발 프로젝트 
 창의력 4.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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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자기계발 도서 목록

생존과 직결되는 발상 전환법 창의력은 밥이다
김광희 지음｜신국판｜360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11월 출간

일본의 창의력만 훔쳐라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316쪽｜15,000원｜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다양성을 키우는 4가지 생각도구 생각 밖으로 나가라
김광희 지음｜신국판 변형｜324쪽｜15,0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무엇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가 대통령의 리더십
마이클 베슐로스 지음｜정상환 옮김｜사륙판｜520쪽｜15,000원｜2판1쇄 2016년 8월 출간

에릭 월은 어떻게 전 세계 기업가를 열광시켰나 에릭 월 창의력 특강
에릭 월 지음｜서애경 옮김｜신국판 변형｜232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창업·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지식재산 스타트
송상엽 지음│사륙배판 변형│236쪽│19,8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NIE 전문 기자의 기획력을 높이는 정보 활용법 신문 스크랩 기술  eBook 유료 다운로드

최상희 지음｜신국판｜203쪽｜9,800원｜ 초판1쇄 2006년 3월 출간

서번트 리더십의 비밀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관응 지음｜신국판｜276쪽｜13,5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CEo 13인의 불황을 이기는 생존 법칙! CEo에게 생존을 묻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진희정 지음｜신국판｜236쪽｜12,000원｜초판1쇄 2009년 3월 출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 코칭법
트래비스 브래드베리·진 그리브스 지음｜김규태 옮김｜신국판｜220쪽｜11,000원｜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성공하는 직장인을 위한 시간 관리 매뉴얼 야근하지 않고 일하는 기술
아키니와 도하쿠 지음｜이은정 옮김｜신국판｜220쪽｜9,000원｜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10가지 킬러 전략 어떻게 성공하는가
게리 샤피로 지음｜조경연 옮김｜신국판｜280쪽｜14,500원｜초판1쇄 2013년 8월 출간

아이클라우드, 그다음의 충격
공병환 지음｜신국판｜248쪽｜13,5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직무 분석・SSAT・자기소개서・면접 완벽 준비서 삼성으로 가는 길
홍기찬 지음｜신국판｜300쪽｜15,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1인자를 뛰어넘는 생존 전략 2인자 처세학
복준영 지음｜신국판｜228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남들이 모르는 1% 행복의 비밀  eBook 유료 다운로드

조미옥 지음｜신국판｜180쪽｜9,8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니즈와 원츠를 쪼개고 또 쪼개라 작지만 강한 나노 브랜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준모 지음｜신국판｜248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

변화가 늦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다윈 코드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영한·류재운 지음｜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훌륭한 일터 구현을 위한 실천 가이드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관응 지음｜신국판 변형｜208쪽｜11,0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불황도 비껴 가는 토스트맨의 마케팅 전략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신화
김석봉 지음｜신국판 변형｜232쪽｜9,800원｜초판1쇄 2004년 7월 출간

원하는 일만 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가치의 힘 최고들이 사는 법
존 디마티니 지음｜박병화 옮김｜신국판｜464쪽｜16,900원｜초판1쇄 2013년 12월 출간

경제의 흐름이 한눈에 읽히는 경제용어상식사전
넥서스콘텐츠개발팀 엮음｜신국판｜392쪽｜15,000원｜초판1쇄 2009년 10월 출간

대한민국 20대를 위한 취업 준비서 취업 매뉴얼  eBook 유료 다운로드

변용범·최상희 지음｜신국판 변형｜200쪽｜11,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 우량기업의 성공 전략 킹피셔
창조경영아카데미 지음｜국판 변형｜276쪽｜13,500원｜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스타벅스에서 만난 사람들 미치거나 뜨겁거나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흙 지음｜신국판 변형｜208쪽｜13,500원｜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트렌드를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전략기획자로 승부하라  eBook 유료 다운로드

김종원 지음｜신국판｜204쪽｜11,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훌륭한 일터 GWP  eBook 유료 다운로드

조미옥 지음｜신국판｜240쪽｜14,5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훌륭한 일터의 신화 창조자 GWP 리더
조미옥 지음｜신국판｜260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10월 출간

조조의 얼굴철학에서 배우는 처세의 법칙 조조의 면경
사마열인 지음｜홍윤기 옮김｜신국판｜640쪽｜23,000원｜초판1쇄 2004년 7월 출간

경세지략
홍매 지음｜임국웅 옮김｜김승일 감수｜신국판 변형｜680쪽｜21,500원｜2판1쇄 2010년 12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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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행복해지는 마술을 할 거야

피터 래빗×마술사 최현우 지음│사륙판 변형(128×180)│146쪽│12,000원│2판 1쇄 

2019년 3월 출간

고민 많은 청춘을 대변하는 프로 걱정꾼으로 재탄생한 피터 래빗과 소심
한 모범생에서 초긍정 마술사가 된 최현우가 만나 스물다섯 가지 고민을 
나눈다. 서로 다독여 주기도 하고 시행 착오를 겪었던 경험을 나누며 고
민을 털어버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방향을 찾는다.

댕댕아, 꽃길만 걷자

동물자유연대·손현숙 지음│국판 변형(140×210)│196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5

월 출간, 2판 1쇄 2019년 3월 출간

반려동물이 길을 잃거나, 버림받거나, 죽거나, 새 가족을 만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유기동물이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버림받은 생명을 보듬는 따스한 손길을 
느껴 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그런 날에 네가 있어서

최정현(CJroblue) 글·그림│신국판 변형(152×200)│184쪽│13,500원│초판 1쇄 2019

년 2월 출간

SNS,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 주목받은 작가 최정
현(CJroblue)의 첫 번째 그림 에세이. 즐겨 듣는 음악, 자주 지나가는 거
리 등 일상에 녹아 있는 여자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오랜 연인의 소
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스스로 빛나는 배우를 찾습니다

양성민, 김민수 공저│사륙판 변형│256쪽│12,500원│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CJ E&M이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예능, 행사(MAMA)등에 출연할 배우
를 캐스팅하는 TAR/캐스팅팀의 리더 양성민, 김민수가 배우 지망생에게 
건네는 멘토링. 배우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부터 소속사 선택, 성형, 노출 
등 현실적인 조언까지 학교나 학원, 매니지먼트사도 알려 주지 않았던 진
짜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선배 배우 조성하, 박성웅, 조진웅, 김성균을 비
롯해 영화감독, PD 등 11인의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인터뷰도 수
록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오늘을 버텨내는 우리들에게 내 인생이다 임마

장성규 지음｜사륙판 변형｜264쪽｜13,8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외모 콤플렉스로 자존감 바닥이던 왕따, 적성에 맞지 않는 씨름부 운동선
수, 또래보다 출발이 느려 조급했던 찌질이 삼수생에서 실시간 검색어 1
위에 오르는 인기 아나운서가 된 JTBC 간판 개나운서 장성규. 주제 파악
하느라 삶의 방향 없이 휘둘렸던 룰렛 판 같은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었
다.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주제 파악은 이제 그만하자고 외친다!

엄마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김미향 지음｜국판 변형｜196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5월 출간

이 글은 살아생전 한 번도 엄마편이 되어 주지 못했던 못난 딸의 고백이
다.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저자는 그 엄마를 꿈속으로 소환한다. 꿈속에서 엄마와 딸이 조
우하고, 현실로 돌아온 딸이 그동안의 엄마를 기억하며 기록하며, 소설처
럼 살다 간 엄마 최정숙 씨의 여자 이야기를 다룬다.

에세이·문학
아름다운 에세이, 문학 작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의 카타르시스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넥서스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문학이 주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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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SoMEBoDY 배우가 되고 싶다 

양성민 지음│사륙판 변형(127×188)│228쪽│13,000원│초판 1쇄 2019년 2월 출간

스타 캐스팅 디렉터 『배우를 찾습니다』 양성민 작가가 건네는 두 번째 멘
토링. 감독과 제작진이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프로필을 돌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 소속사가 원하는 배우 유형 등 배우 지망생과 신
인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와 선배들의 조언을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우리의 삶은 함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쓸데없어도 친구니까

사노 요코 지음｜이민연 옮김｜사륙판(128×188)｜200쪽｜10,000원｜2판 1쇄 2019년 3

월 5일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여러 친구들을 통해 담담하면서도 예리하
게 우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인생을 성찰한다. 그러면서 친구란 쓸모없는 
일을 하며 쓸모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이고, 역설적으로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하다며 간결한 문장 속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

마음이 기억하는 어린 날의 소중한 일상들 보잘것없어도 추억이니까 

사노 요코 지음｜김영란 옮김｜사륙판(128×188)｜220쪽｜11,200원｜2판 1쇄 2019년 3

월 출간

이 작품은 초창기의 다소 거칠지만 정감 있고 신비하면서도 활기찬 그녀 
문장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고 있다. 사노 요코는 자칫 창피하고 민망한 
기억일 수 있었던 일들을 그녀답게 솔직하고 거침없는 문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바로 그녀의 문장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있음을 느
낄 수 있다.

소설 백범

홍원식 지음｜국판 변형(140×210)｜400쪽｜13,900원｜2판 1쇄 2019년 3월 출간

남북한이 공통으로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
린 작품이다. 백범 김구를 연구해 온 작가가 《백범일지》를 ‘미래지향적으
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한 편의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와 감
동을 통해 평등과 화합을 주장한 백범의 사상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가슴
에 새길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삶, 사랑, 죽음, 그 물음 앞에 서다 눈꽃이 떨어지기 전에

경요 지음｜문희정 옮김｜신국판 변형(140×200)｜350쪽｜14,500원｜초판 1쇄 2018년 

11월 출간

마지막 시간 그리고 너무도 잔인한 사랑 앞에서 <황제의 딸> 작가 경요가 
경험한 삶과 사랑 그리고 존엄사. 살아 있을 때는 불꽃처럼 치열하게 타
올랐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눈꽃처럼 스르르 땅에 내려앉는 ‘존엄하게 죽
을 권리(웰다잉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에 관한 인문학 여행 저마다의 별을 찾아서

윤혜진 지음｜신국판 변형(132×190)｜316쪽｜15,800원｜초판 1쇄 2018년 10월 출간

우리에겐 나를 알아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혼자이고 싶지만 한편 함께
이고 싶은 당신을 위해 또 다른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가 건네는 위로의 
글이다. 1940년 전후 생텍쥐페리의 오리지널 드로잉과 사진 자료를 함
께 수록했다.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인 자신의 별을 찾는 이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이자,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나는 샘이 되어줄 
인문학 에세이다.

날고 싶은 아기 펭귄 보보

라이놀 지음｜문희정 옮김｜사륙판(128×188)｜184쪽｜12,500원｜초판 1쇄 2018년 2월 

출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꿈꾸는 나이 들기 싫어하는 모든 어른들
을 위한 일러스트 동화. 이 책의 작가는 주로 동물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
이 그린 대만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기 펭귄 보보와 가족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과 유쾌함
을 선사한다.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

이규영 글·그림│국판 변형(135×192)│200쪽│13,000원│초판 1쇄 2018년 8월 출간

SNS에서 ‘역대급 심쿵주의’로 주목받는 일러스트 작가 이규영의 첫 번
째 그림에세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소소한 연애 이야기를, 심쿵한 글과 그림으로 담
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에
세

이
·
문

학
·
인

문
·
교

양
  지

식
의

 숲
·

늘

에
세

이
·
문

학
·
인

문
·
교

양
  지

식
의

 숲
·

늘

 212  213

니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사유리 지음│사륙판 변형(128×180)│228쪽│13,000원│2판 1쇄 2018년 12월 출간

사차원 사유리가 그리고 쓴 불편한 사람들에 대처하는 생각 매뉴얼.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도움이 될 만한 싸움, 좋은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
는 그녀. 스스로를 ‘싸움꾼’이라 부르는 사유리가 터득한 다른 사람, 혹은 
나와 ‘더 좋은 싸움을 하는 방법’을 담았다.

너의 하루를 안아줄게 감성 콜라보 에디션

최대호 글│낭만배군(배용한) 사진│사륙판 변형(128×180)│204쪽│13,800원│초판 1쇄 

2018년 10월 출간

마음을 다독이는 글과 사진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는 두 명의 스타 작가
가 함께 만든 감성 에세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에 설탕 한 스푼’이라는 
해시태그로 일상에 달콤함을 전하는 SNS 인기 사진작가 낭만배군의 감
성 사진과 미공개 신작을 더했다.

읽어보시집 울트라 모이스처 미니북 세트

최대호 글│최고은 그림│삼륙판 변형(88×124)│288쪽(각 권 144쪽)│13,800원│초판 1

쇄 2018년 7월 출간

베스트셀러 『읽어보시집』 『이 시 봐라』 『읽어보시집 詩즌 2』 중 최강 감
성 시만 엮은 베스트 에디션. 가격은 확 낮추고, 감성은 극강으로 담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북 2권 세트다.  연애감, 자존감 떨어진 독자들의 
감성 지수를 높여 줄 미공개 신작도 수록했다.

SNS 스타 작가 최대호의 읽으면 기분 좋아지는 시, 스페셜 에디션 읽어보시집

최대호 지음｜최고은 그림｜사륙판 변형｜308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100만 SNS 독자가 공감한 스타 작가 최대호의 시는 생각하는 데 5시간, 
쓰는 데 5분, 읽는 데 5초 걸리지만 여운은 5일 가는 묘한 매력이 있다. 이 
책에는 최대호 작가가 그동안 SNS에 소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와 미
공개 신작 40여 편, 재치 있는 그림을 추가하여 총 133편의 시와 아홉 살 
때의 일기를 담았다. 

읽어보시집 詩즌 2 당신을 응원해요

최대호 지음｜사륙판 변형(128×180)｜288쪽｜11,500원｜초판 1쇄 2017년 2월 출간

수백만 독자가 열광한 SNS 스타 작가 최대호의 ‘행복 그림 시집’. 최대호 
작가가 손글씨로 쓴 시들 중 고단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만 엄선하여 엮었다.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NS 스타 작가 최대호의 울트라 스페셜 에디션 이 시詩 봐라

최대호 지음｜최고은 그림｜사륙판 변형｜308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취준생에서 신입사원이 된 SNS 스타 작가 최대호의 두 번째 시집. 폼 잡
지 않고 딱 아는 만큼만 쓰는 덕에 “이걸 시로 써?”라고 할 만큼 일상의 소
소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100만 SNS 독자가 공감한 시와 신작 시 중 허
를 찌르는 유쾌한 반전 시만 엄선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이환천의 문학살롱

이환천 지음｜국판 변형(128×180)｜240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2014년 여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환천의 시들을 책으로 만난다. 직장인들의 애환과, 말초신경을 자극하
는 19금 이야기, 우리의 현실을 해학적으로 비튼 패러디 등 다양한 내용
이 담겨 있다. 보는 순간 “빵”하고 웃음을 터지면서 계속 읽고 싶게 만드
는 강한 중독성이 있는 이환천의 시를 만나보자! eBook 유료 다운로드

두근두근 기분 좋아져라(개정판)

페리테일(정헌재) 글·그림│신국판 변형(128×220)│300쪽│13,500원│2판 1쇄 2018년 

5월 출간

페리테일이 당신에게 전하는 두근두근 감성 메시지, 80만 독자의 마음을 
위로한 《두근두근 기분 좋아져라》의 리커버 개정판. 슬며시 웃고 있는 자
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을 펼쳐보자. 한 장의 그림
이, 한 장의 사진이, 짧은 문구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잘 하고 있다고 말해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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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기분 좋아져라(개정판)

페리테일(정헌재) 글·그림│신국판 변형(128×220)│344쪽│13,900원│2판 1쇄 2018년 

5월 출간

80만 독자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물들인 페리테일의 매일매일 행복한 이
야기, 《하루하루 기분 좋아져라》의 리커버 개정판. 단 한 번도 봄이, 여름
이, 가을이, 겨울이 오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을 어
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확행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글과 그림, 사진으로 기록했다.

엄마인 당신, 안녕한가요?

문션 글·그림│신국판 변형(152×200)│296쪽│14,800원│초판 1쇄 2018년 5월 출간

현재진행형 육아 중인 아들 둘 엄마로서 감히 말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육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자녀를 낳기 전 생각했던 육아와 현재의 현실
적인 육아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육아 맘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해와 공감, 위로를 건네는 육아 그림에세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꺾인 꿈을 기억해

이미아 지음│신국판 변형(142×200)│288쪽│15,000원│초판 1쇄 2018년 4월 출간

프랑스의 이방인에서 한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불 문화 교류의 중심
에 서기까지, 저자의 열정적인 삶의 기록과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20년의 경험이 가득 담겨 있다.

늘 그렇듯,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김재우·조유리 지음│신국판 변형(142×200)│288쪽│15,000원│초판 1쇄 2017년 11월 

출간

개그맨 김재우 부부의 첫 번째 에세이. 부부가 함께한 7년간의 시간을 담
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사
랑의 참 의미와 가치를 전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너에게 스페셜 에디션

하태완 지음│사륙판 변형(120×185)│240쪽│12,800원│초판 1쇄 2017년 8월 출간

우울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아 어떠한 위로도 와닿지 
않는 그런 날에 읽기 좋은 《#너에게》. 출간 6개월 만에 30만 독자를 사로
잡은 바로 그 책에 SNS에서 내 남자친구를 소환하게 만들었던 미수록분
과 로맨틱 영화 같은 일러스트를 더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너에게

김재우·조유리 지음│신국판 변형(142×200)│288쪽│15,000원│초판 1쇄 2017년 11월 

출간

개그맨 김재우 부부의 첫 번째 에세이. 부부가 함께한 7년간의 시간을 담
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사
랑의 참 의미와 가치를 전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 고맙습니다, 아버지

신현락 지음｜신국판 변형(148×210)｜272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이 책은 단단한 시어로 ‘깊이 있는 허무’를 담은 시를 써 온 신현락 시인의 
사부곡(思父曲)이다. ‘세상의 찬밥’으로 살다 간 시인의 아버지는 늘 슬픔
이었다.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가 평안과 기쁨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해 간다. 시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마저 축
복이었던 세월이었음을,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
았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뒤죽박죽 과잉 청춘들의 열혈 성장기 크래시 앤 번

마이클 하산 지음｜조경연 옮김｜국판 변형(140×210)｜680쪽｜19,8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미국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소설로 
2012년 볼로냐 도서전에서 주목을 받았던 화제작이다. 크래시(스티븐 
크래신스키)와 번(데이비드 버넷)이라는 10대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은, 감정의 과잉과 소통의 부재로 휘청거리며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보
기 힘들 정도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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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받은 상처, 사랑으로 치유하라!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매튜 퀵 지음│정윤희·유향란 옮김│국판 변형(140×210)│406쪽│12,900원│초판1쇄 2013

년 2월 출간

최고의 힐링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원작 소설. 사랑을 잃고 아파
하는 남녀 주인공이 ‘가볍지 않게 그러나 명랑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과
정을 유쾌하게 담았다.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랑에 대한 깊
이와 통찰이 돋보이는 소설로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독특하고 진정성 있
게 잘 엮어 냈다. 삶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할 때, 사랑에 상처받았을 
때 ‘실버라이닝(밝은 희망)’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1~4, 스페셜 

스기사쿠 지음│백수정·이은경 옮김│신국판 변형(148×210)│144~152쪽│각 권 10,000원

│3판1쇄 2017년 4월 출간

일본에서 출간 즉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누적 판매 부수 20만 부를 
돌파한 작품. 고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전직 복서였던 백수가 우
연히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
고 감동적으로 그린 만화이다. 온 동네를 평정한 보스 레오, 까칠하고 도
도하지만 정 깊은 츤데레 꼬미, 마냥 해맑은 업둥이 뽈록이와 반려인의 

삶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그렇게, 웃어 줘

머스터드 글·사진│신국판 변형│192쪽│15,000원│초판1쇄 2016년 3월 출간

밝고 예쁘고 재미있는 설정 사진들로 인스타그램의 라이징스타가 된 머스
터드의 포토 에세이다. 인친들의 강력한 요구로 소량 독립 출판되기도 했던 
이 책에는 매 사진마다 폴짝폴짝 뛰는 모습과 같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
워지는 작가만의 독특한 콘셉트가 있는 사진이 담겨져 있다. 또한 작가가 직
접 그린 그림과 에세이를 담아 한층 더 소장 가치를 높였다.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

유난희 지음｜국배판 변형｜292쪽｜올컬러｜15,000원｜초판1쇄 2014년 5월 출간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은 여자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작은 사치의 즐거
움을 담은 책이다. 작은 사치의 즐거움은 꼭 제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향
유할 수 있다. 프랑스 최고 상류층들에게 사랑받았고,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용해 명예를 높인 수천
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에 대한 스토리는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가장 큰 행복

김종원 지음｜국판변형｜256쪽｜13,800원｜초판1쇄 2014년 10월

우리는 이 책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밝고, 맑고, 환한 톤도의 아이들을 만
나게 될 것이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위태로운 집에서 살
아가면서도, 배고픔을 견뎌 내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아이들. 톤도의 아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내일을 꿈
꾼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톤
도 아이들의 모습에서 발견해 보라.  eBook 유료 다운로드    

일러스트레이터 홍화정의 여자 공감 그림 에세이 혼자 있기 싫은 날

홍화정 지음｜사륙판 변형│240쪽│11,500원│초판1쇄 2015년 12월 출간

남들은 마음을 달래러 가는 제주도에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던 홍화정 작
가가 쓰고 그린 작은 이야기들을 담은 그림 에세이. 누구나 겪었고 겪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과 생활에 
대한 생각들을 사랑스러운 필치로 풀어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사랑과 이별에 관한 17가지 이야기 슬프지만 안녕

황경신 지음│사륙판 변형│272쪽│13,000원│2판1쇄 2015년 10월 출간

황경신 작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와 짧은 소설이 뒤섞인 
17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2006년 같은 제목으로 나왔던 책의 뉴 에
디션(new edition)으로, 전체 원고를 작가가 고쳐 쓰고 일부 원고를 더
하고 뺐으며, 디자인과 판형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간하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황경신 연작 소설 한입 코끼리

황경신 지음│사륙판 변형│306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10월 출간

《어린왕자》의 책갈피에서 빠져나온 보아뱀과 여덟 살 소녀가 그려 가는 
따스한 기억과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 소녀는 그림 형제의 동화 18편
을 보아뱀과 함께 읽으며 한 걸음씩 세계를 배워 간다. 황경신 작가와 이
인 화백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이 책에는 50점이 넘는 이인 화백의 
작품이 보석처럼 자리해 있어 마치 한 편의 소설과 한 권의 화집을 동시
에 보는 듯한 감동을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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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총서 당신이 나를 웃게 합니다 

송은주 지음｜사륙판 변형｜208쪽｜12,5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모닥불이 지펴지는 책. 글로벌 시티즌십 전문가 송
은주 박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 하나가 이 세
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감동적인 사연을 모았다. 보는 
내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덮는 순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싶게 
해주는 책. 세상을 바꾸는 작은 행동의 기적, 이제 당신의 차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느 책방에 머물러 있던 청춘의 글씨들 헌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윤성근 지음｜사륙판 변형｜232쪽｜12,500원｜초판1쇄 2013년 7월 출간

헌책 갈피에 숨겨 놓았던 당신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을 만난다. 서울 응
암동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의 주인장이 한 권 한 권 모아 온 헌책 
속의 손글씨 메모들을 책으로 엮었다. 1980, 90년대를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 이 책” 하고 무릎을 칠 만한 책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기
에 쓴 글씨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남녀들의 마음과 신기할 정도
로 닮아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앨리 셰프의 쿠킹 클래스 맛있게 드세요, 보나페티!

정지연 지음｜신국판 변형｜256쪽｜14,500원｜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메르삐꽁 셰프 앨리의 쿠킹 클래스를 수백 장의 수채화 그림과 함께 담았
다. 서양 요리에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셰프의 수제자로 만들어 주는 특
별한 수업. 레시피보다는 원리가, ‘어떻게’보다는 ‘왜’가, 한 접시의 요리
가 태어나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책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길 위의 사진가 김진석의 걷는 여행 걷다 보면

김진석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4,5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걷기를 지독하게 싫어하던 한 사람이 ‘길 위의 사진가’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을 담은 포토 에세이다. “걷는 속도로 생을 늦추고서야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진가 김진석. 마음의 오아시스가 
간절한 날, 그의 책과 여행을 떠나 보자.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제주 올
레, 히말라야, 투르 드 몽블랑, 규슈 올레, 아프리카까지… 책 속에 길이 있
다. 오늘 그 길을 함께 걷는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파리의 인생 그 온도를 찍다 라비 드 파리

김진석 지음｜사륙판 변형｜384쪽｜17,5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라비 드 파리》는 사진가 김진석이 달팽이 모양의 파리 20구를 걸으며 포
착한 파리의 밤과 낮, 파리지앵의 삶을 담은 포토에세이다. 유명한 관광
지나 건물, 거리를 담는 보통의 시선과는 달리 그의 카메라는 그곳에 있
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 삶까지 오롯이 담았다. ‘라비 드 파리(La vie 
de Paris)’는 ‘파리의 인생’이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책 소울 키스

김진석 지음｜사륙판 변형｜200쪽｜12,500원｜초판1쇄 2015년 12월 출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사진작가 김진석이 유럽에서 
포착한 달콤한 키스의 순간과 사랑 시, 영화 명대사, 감동 명언, 노랫말 등 
사랑 글귀를 묶었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자. 사랑한다
는 말보다 더 큰 감동이 《소울 키스》를 통해 전해질 것이다. 

인생에 대한 짧은 문답 봄날을 지나는 너에게

김원 지음｜사륙판 변형｜264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5월 출간

청춘의 가슴앓이에 대하여 19년간 청춘과 함께 걸어온 월간 PAPER의 ‘
백발두령’ 김원이 위트 있는 글로, 따뜻한 손글씨로, 아름다운 사진으로 
대답하는 책이다. ‘사랑’과 ‘이별’에 대한 질문부터 ‘나’에 대한 고민, 그리
고 ‘꿈’과 ‘진로’를 비롯해 주변사람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 등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선 청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괜찮아”라고 외치면 위로가 시작돼요 괜찮아

윤성기·최민수 지음│사륙판 변형│208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괜찮아》는 세상의 모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진심이 담긴 에세
이다. 밴드 휴먼레이스의 보컬 윤성기와 리더이자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
는 최민수의 글과 떠오르는 신예 일러스트레이터 익킨의 그림이 한데 어
우러져 있다. 이 책에는 5분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전하고자 한 지은이들
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지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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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니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 도서

쿠르반 사이드 지음｜이상원 옮김｜사륙판｜384쪽｜10,000원｜2판 1쇄 2016년 1월 출간

이 책은 동서양이 만나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배경으로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이슬람 소년과 기독교 
소녀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다.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27
개 언어 65개 판본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 수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반 고흐, 마지막 70일

바우터르 반 데르 베인·페터르 크나프 지음｜유예진 옮김｜사륙배판 변형｜340쪽｜22,000

원｜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영혼을 울린 화가 반 고흐, 그는 오베르 쉬르 와즈에서 70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80여 점이 넘는 그림을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책에는 반 고흐가 오베르에서 남긴 그림 전체와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
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반 고흐의 말년과 그의 예술 세
계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멈추지 말아요, 완두콩 씨

정헌재 지음｜신국판｜272쪽｜11,000원｜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포엠툰》, 《완두콩》 등으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 온 페리테일, 정헌재 
작가의 카툰 에세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시작이고, 놓아 버리면 언제
나 끝이다. 그래서 희망은 가장 밝으면서도 가장 어둡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며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나는 이제 좀 행복해져야겠다

정헌재 지음｜사륙판 변형｜312쪽｜13,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세계가 놀란 26세 청년 김성한, 그의 소설 같은 인생 이야기. 미국 최초 보
딩스쿨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입학 등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필자의 거침 
없는 인생 이야기와 그 안에서 그가 느낀 쉼표의 의미를 느껴보자. 끊임
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간 글로벌 인재 김성한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진
정한 삶의 열정과 쉼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김성원 지음│신국판 변형│올컬러│200쪽│12,000원│2판1쇄 2011년 2월 출간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우리 시대 연인들의 
애틋하고 가슴 시린 사랑, 그 후의 이야기. 72가지 러브 스토리가 가슴을 
파고드는 향기가 되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사랑이 오지 않은 사람에
게는 사랑을 부르는 주문이 되어 주고 사랑을 잃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다
시 한 번 사랑을 꿈꿀 수 있게 해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30대 ToP 디자이너 고태용의 통쾌한 도전 세상은 나를 꺾을 수 없다

고태용 지음｜신국판 변형｜264쪽｜14,500원｜초핀 2016년 4월 출간

디자이너 브랜드 중 유일하게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일명 ‘국민 개티’를 
만든 비욘드클로젯 고태용 디자이너의 꿈의 기록. 현실에 부딪혀 꿈을 포
기했던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현실에 안주해 있던 청춘들은 자
신 안에 숨어 있는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즐겁게 일하면서 꿈을 이루는 법 좋아 보여

계환희 지음｜신국판변형｜240쪽｜15,000원｜초판 2016년 6월 출간

세계 패션 거장들이 주목하는 패션크리에이터 계한희의 젊은 멘토링!계
한희 디자이너의 꿈과 열정의 기록이 담긴 이 책은, 자신의 꿈 앞에서 주
저하는 청춘들에게 어려운 가르침이 아닌 친구 같은 멘토링이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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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의 숲에서 노닐다  
   문학산책 시리즈

청소년 필독 도서로 엄선한 

<세계문학산책> 시리즈 전 50권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엿보다

<한국문학산책> 시리즈 전 50권 

세계문학산책 (총 50권)

세계문학산책 세트｜사륙판 변형｜375,500원

0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02 오만과 편견 1｜03 오만과 편견 2｜04 적과 흑｜05 어셔가의 몰락 외｜06 삼총

사｜07 몬테크리스토 백작｜08 가난한 사람들｜09 전쟁과 평화｜10 파우스트｜11 제인 에어｜12 안네의 일기｜

13 폭풍의 언덕｜14 독일인의 사랑｜15 주홍 글자｜16 죄와 벌｜17 백야｜18 레 미제라블｜19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 별 외｜21 작은 아씨들｜22 인형의 집｜23 목걸이 외｜24 여자의 일생｜25 로빈 후드의 모험｜2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27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28 15소년 표류기｜29 홍당무｜30 빨간 머리 앤｜31 

셜록 홈스 단편선｜32 악동 이야기｜33 마지막 잎새 외｜34 파브르 곤충기｜35 도련님｜36 좁은 문｜37 기암성

｜38 오페라의 유령｜39 키다리 아저씨｜40 위대한 개츠비｜41 변신｜42 사람의 아들 예수｜43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44 어린 왕자｜45 동물 농장｜46 노인과 바다｜47 로미오와 줄리엣 외｜48 돈키호테｜49 걸리버 

여행기｜50 아들과 연인

한국문학산책 (총 50권)

한국문학산책 세트｜사륙판 변형｜389,500원

01 염상섭_ 표본실의 청개구리 외｜02 김동인_ 약한 자의 슬픔 외｜03 김동인_ 발가락이 닮았다 외｜04. 현진건_ 

술 권하는 사회 외｜05 나도향_ 물레방아 외｜06 채만식_ 레디메이디 인생 외｜07 이태준_ 밤길 외｜08 이효석_ 

메밀꽃 필 무렵 외｜09 김유정_ 봄봄 외｜10 이 상_ 날개 외｜11 계용묵·조명희·최서해·이무영_ 백치 아다다 외

｜12 이광수_ 무정1｜13 이광수_ 무정2｜14 이광수_ 유정｜15 이광수_ 꿈｜16 이광수_ 흙1｜17 이광수_ 흙2｜

18 이광수_ 사랑1｜19 이광수_ 사랑2｜20 염상섭_ 삼대1｜21 염상섭_ 삼대2｜22 강경애_ 인간문제1｜23 강경

애_ 인간문제2｜24 심훈_ 상록수1｜25 심훈_ 상록수2｜26 채만식_ 탁류1｜27 채만식_ 탁류2｜28 채만식_ 태평

천하｜29 현진건_ 무영탑1｜30 현진건_ 무영탑2｜31 김시습_ 금오신화｜32 이순신_ 난중일기｜33 허균_ 홍길동

전｜34 김만중_ 구운몽｜35 김만중_ 사씨남정기｜36 박지원_ 양반전 외｜37 계축일기｜38 전우치전·김원전｜

39 숙향전·운영전｜40 춘향전·옹고집전｜41 흥부전·장끼전·토끼전｜42 배비장전·이춘풍전·변강쇠전｜43 

이인직｜혈의 누｜44 이인직｜귀의 성｜45 이인직｜은세계｜46 이인직｜모란봉｜47 이해조｜자유종 외｜48 구

연학｜설중매｜49 안국선·신채호｜금수회의록 외｜50 최찬식·장지연｜추월색 외

eBook 다운로드

■ 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학 해설  
   수능대비 한국문학 필독서 시리즈

01 표본실의 청개구리 외

 염상섭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160쪽│8,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2 무정 1

 이광수 지음│송창현 엮음·해설│사륙판│324쪽│10,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무정 2

 이광수 지음│송창현 엮음·해설│사륙판│328쪽│10,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3 인간 문제 1

 강경애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248쪽│9,5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인간 문제 2

 강경애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264쪽│9,5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4 탁류 1

 채만식 지음│김명진 엮음·해설│사륙판│428쪽│11,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탁류 2

 채만식 지음│김명진 엮음·해설│사륙판│400쪽│11,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5 태평천하

 채만식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332쪽│10,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6 금오신화

 김시습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152쪽│8,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7 홍길동전

 허균 지음│송창현 엮음·해설│사륙판│84쪽│7,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8 구운몽

 김만중 지음│김성해 엮음·해설│사륙판│192쪽│8,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09 춘향전・옹고집전

 작자미상 지음│송창현 엮음·해설│사륙판│128쪽│8,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10 금수회의록 외

 안국선 외 지음│송창현 엮음·해설│사륙판│216쪽│9,000원｜2판 1쇄 2018년 7월 출간

고전문학부터 근대문학까지 

10권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기반을 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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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조롱하라! 인생을 즐겨라!

돌아온 안티 히어로, 뤼팽의 매력에 빠져라!

셜록 홈즈가 추리의 천재, 진실의 사도, 정의의 화신이라면 뤼팽은 괴도이자 협객, 멋쟁

이 신사, 미스터리한 경찰관이다. 뤼팽 시리즈 중 한국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걸작 10편

을 모았다. 뤼팽의 신출귀몰하는 활약과 그의 눈에 비친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세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 지금까지 셜록 홈즈와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

춰 온 뤼팽의 진면목을 [아르센 뤼팽 걸작선]을 통해서 만나 보자.

아르센 뤼팽 걸작선 (총 11권, 10종)

모리스 르블랑 지음｜붉은 여우 옮김｜사륙판 변형｜각 권 288~348쪽｜각 권 10,000원

1. 괴도신사 뤼팽｜2. 뤼팽 대 홈즈｜3. 기암성｜4. 813의 수수께끼 상, 하｜5. 수정마개

6. 뤼팽의 고백｜7. 시계 종이 여덟 번 울릴 때｜8. 초록 눈의 아가씨｜9. 이상한 집｜10. 두 가지 미소의 여인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뤼팽 걸작 10선 
 아르센 뤼팽 걸작선

절대로 붙잡히지 않는 괴도의 신화!

매력적인 무법자, 뤼팽이 돌아왔다!

저자: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 1864~1941)

아르센 뤼팽을 탄생시킨 프랑스의 국민 작가이다. 그는 1907년에 《괴도신사 뤼팽》(Arsene Lupin, Gentleman-

Cambrioleur)의 출간으로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에게 세기의 도전장을 내민다. 이후 뤼팽 시리즈를 연달아 발표하며 

《기암성》을 비롯하여 《수정마개》, 《뤼팽 대 홈즈》, 《813》, 《뤼팽의 고백》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그는 작가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1941년에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Book 다운로드

김프로쇼의 그때 그 사건 대한민국 부당거래

김요한·김정필 지음｜국판 변형(140×205)｜408쪽｜16,500원｜초판1쇄 2019년 4월 출간

SBS와 한겨레에서 법조계 출입기자였던 저자들은 청와대, 국정원, 검

찰, 언론이 엮인 사건들을 취재해왔다. 국가기관 안팎으로 벌어진 사건

과 연루된 이들을 추적했지만,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만큼 보도할 수 

없었다.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증

거를 찾아내고 파헤친다. 드러나지 않았던 면면을 팩트로 풀어가며,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인간 내면의 숨겨진 상처 읽기와 치유 128분, 나를 바꾸는 시간

김성삼 지음｜신국판(152×225)｜380쪽｜15,8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아바타>부터 <명량>까지 열 편의 영화를 통해 나를 바꾸는 시간을 제공
하는 책이다. 저자는 열 편의 영화를 통해 만난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똑
같은 것이 없듯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그저 타인의 삶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나’이
고, 내 생애 최고의 명대사는 ‘지금’이라고 외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인문·교양
사람과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소중한 양서가 되듯

세상의 지식을 두루 모아 풍요로운 지식의 숲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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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허영을 위한 퇴근길 철학툰

이즐라 지음｜신국판 변형(135×210)｜320쪽｜14,000원｜초판1쇄 2019년 2월 출간

철학자 21인의 삶과 철학을 웹툰으로 그리며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색을 
하게 만들어준다. 철학책은 항상 읽다 말았다, 니체 이후 철학사가 기억
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철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뿐이다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허전한 지성이 채워지
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듯 웹툰을 보고, 
그에 따라오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마주하면 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좋아하는 철학자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 좋은 책 

데니세 데스페이루 지음｜박선영 옮김｜사륙판 변형｜288쪽｜12,500원｜초판1쇄 2015년 8

월 출간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67명의 생각을 한 권에 담았
다. 머리만 복잡하게 하는 해설은 일체 배제하고, 그들의 저술에서 뽑은 
몇 개의 핵심 문장들만 실었다. 철학의 큰 맥락을 훑어보고 싶다면, 어떤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면, 이 책이 가장 빠른 해답이 되
어 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트럼프는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는가 트럼프 공화국

데이비드 프럼 지음｜박홍경 옮김｜신국판(152×224)｜376쪽｜19,800원｜초판1쇄 2018

년 8월 출간

트럼프 정권 집권 1년을 전격 분석한, 탁월한 미국정치 분석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미국 각계각층을 사로잡았으며, 지위를 약화시키며 언
론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밝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주제
로 트럼프가 어떻게 권력을 얻었으며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 권력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담았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쩌면 통역이 필요할지도 몰라 남북한 언어 탐구생활

양영철 지음｜사륙판(128×188)｜196쪽｜13,000원｜2판1쇄 2018년 7월 출간

하나인 듯 하나 아닌 남북한의 말, 알쏭달쏭 궁금한 북한말. 남북한이 평
화 통일을 위해 원활하게 교류하려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남한의 표준어
와 북한의 문화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재미
있는 북한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그는 과연 광기와 고독의 독재자인가? 김정은

고미 요지 지음｜배성인 옮김｜신국판 변형(148×210)｜296쪽｜15,000원｜초판1쇄 2018

년 6월 출간

젊은 나이에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정은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정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다. 김정은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김정은이 존재하기
까지의 모든 역사와 김정은이 펼치는 ‘핵과 미사일 정책’, ‘경제 정책’, ‘대
외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관한 역사가 한 권에 총망라되어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적 글쓰기 100일의 기적

보니 노이바우어 지음｜전소현 옮김｜신국판 변형(148×205)｜236쪽｜13,000원｜2판1쇄 

2017년 8월 출간

이 책은 매일매일 창의력을 키우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실전 글
쓰기 안내서이다. 매일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상황별 글쓰기를 
통해 창의력과 꾸준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제시
한다.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100일 동안 글을 쓰면 실력이 부
쩍 향상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 부재의 시대, 공감을 말하다 이기주의의 배신

데이비드 호우 지음｜이진경 옮김｜신국판 변형(144×213)｜332쪽｜15,000원｜2판1쇄 

2017년 3월 출간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소통 부재의 시대인 현 세대는 ‘공감’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삶의 근원인 공감의 본질에 대해 체계적이면
서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 공감이란 주제가 그동안 작가와 철학자, 
미술가, 교육학자,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상담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뇌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들에게 왜 그토록 한결같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
지 이해할수록 공감에 대해 더욱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을 파헤치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

표창원 지음｜신국판｜280쪽｜13,800원｜2판1쇄 2016년 2월 출간

지금 우리 주변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부문, 각계각층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범죄 유형을 소개한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족 살인 범
죄, 묻지마 범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주한미군 범죄, 권력형 
사기 사건 등 각 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
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피해자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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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그는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

라인하르트 할러 지음｜신혜원 옮김｜신국판｜300쪽｜12,000원｜2판1쇄 2015년 2월 출간

저자는 300명이 넘는 살인 범죄자를 분석하여 악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
했다. 악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생물학, 신학, 유전자 연구, 정신
병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악의 존재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개
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악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
은 악이란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우리 내면에 들어 있는 지
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의미를 재정립해 주는 심리 처방전 마음 읽기

황상민 지음｜사륙판｜344쪽｜13,800원｜초판1쇄 2016년 6월 출간

황상민 박사는 이러한 한국인만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토대로 성격 유
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에 맞는 삶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
기에 앞서 독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적나라한 민낯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습관 미룸

제인 B. 버카·르노라 M. 위엔 지음｜윤상운 옮김｜신국판 변형｜320쪽｜13,000원｜2판1쇄 

2012년 7월 출간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서! 미룸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마음의 
문제이다. 미룸 개선을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저자들
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에 따르는 문제들’을 쉽게 설명하며 
미루는 사람이 개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현실적인 목표 설
정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비롯하여 미루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사랑할 것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강상중 지음｜이경덕 옮김｜신국판 변형｜280쪽｜13,8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이 책은 아사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아에라(AERA)>에 연재했던 
칼럼 <사랑의 작법>을 모은 것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에피소드
를 통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 아픔,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
다. 저자가 전작에서 삶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치열하게 이야기했
다면 이 책에서는 조금은 힘을 뺀 채 때론 위로를, 때론 당부의 말을 건넨
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자화상에 숨은 화가의 내면 읽기 나는 누구인가

전준엽 지음｜신국판 변형｜320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자화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화가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화상을 통해 
화가의 한 시기 또는 생애 전체를 압축한 정신의 결정체를 만나게 된다. 화
가의 입장에서 본, 다양한 형태의 자화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자화상에 
담긴 화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의 그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유머로 읽는 생활 속 철학 이야기 웃기는 철학, 우스운 철학

고정식 지음｜신국판｜372쪽｜12,800원｜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웃기며, 생각하며, 즐기는 재미있는 철학 책. 철학은 딱딱하고 재미없다
는 편견을 버려라! 흔한 유머와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철학적인 해부가 가
능하며 깊이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웃자. 그리고 진지하게 사고
하자.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생과 세계의 값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원시인

유르겐 브라터 지음｜이온화 옮김｜국판 변형｜256쪽｜12,000원｜2판1쇄 2012년 6월 출간

우리가 진화했다고? 천만에! 우리는 감금된, 길들여진, 중독된, 대중화된 
곳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일 뿐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속에 숨어 있는 네안데르탈인이 여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
장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네안데르탈인을 깨워 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
져라.

위대한 침묵 51초

장경수 지음｜신국판｜260쪽｜13,000원｜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12명의 세계 정상과 단독 인터뷰를 한 30년 베테랑 기자 정경수가 이야
기하는 스피치의 정수! 화자의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잘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설정과 화자의 내
면에 자리 잡은 진심을 전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대중의 마음을 
이끄는 스피치의 정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라.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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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도의 정치・사회・문화 에센스 인도, 끓다

이재강 지음｜신국판｜260쪽｜13,500원｜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2007~2009년 KBS 뉴델리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뭄바이 테러, 칸다
말 학살 등 인도를 관통하는 정치와 종교, 지역 갈등을 현장에서 취재했
다. 인도 정치의 거목 ‘네루-간디’ 가문, 공산 혁명 집단 낙살라이트, 불가
촉천민의 아버지 암베드카르 등 정치·사회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인도
의 실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자유와 평등을 향하여, 쿤타 킨테에서 버락 오바마까지 검은 혁명

정상환 지음｜신국판｜416쪽｜22,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흑인 민권운동 이야기.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부장검
사인 저자가 미국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미국 체류 생활
과 전문가의 시선을 바탕으로 풀어낸 미국 흑인 민권운동 이야기이다. 이 
책을 통해 흑인들의 역사와 투쟁을 살펴보며 미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워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성공으로 이끄는 책읽기의 즐거움 대통령의 독서법

최진 지음｜신국판｜292쪽｜12,000원｜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대한 지도자들! 어떤 독서 습관이 그들을 대통령
으로 만든 것일까? 우리나라를 이끈 8인의 ‘열정적 책 읽기’를 통해 자신
만의 독서 스타일을 완성하라! ‘정상에 선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 ‘성과를 거둔 사람들’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배우면서 그들의 생생한 독
서법을 통해 진정한 책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무엇이 유엔을 움직이는가 국제 정치의 최일선, 5위원회를 읽는다 

김지훈 지음｜신국판｜544쪽｜22,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유엔 조직의 예산과 인사 정책의 기본 내용과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
리한 유엔 5위원회 설명서. 현직 외교관인 저자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일원으로 5위원회 협상에 참여했다. 이 경
험을 토대로 쓴 글이 바로 이 책이다. 유엔에서 일하거나 유엔 회원국 간
의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나는 영화가 좋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이창세 지음｜신국판 변형｜368쪽｜17,500원｜초판1쇄 2011년 10월 출간

영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감독, 프로듀서, 배우, 촬영, 조명, 
음악, 편집, 평론가 등)에게 영화의 의미를 묻는 책. 영화에 입문하게 된 
계기 및 그들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에피소드 등을 통해 한국 영화계의 
세부 모습을 들여다본다. ‘영화=감독 혹은 배우’만이 아니라 그들을 받쳐 
주는 수많은 조력자의 힘이 있어야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따라만 해도 완벽한 논문 쓰기 절대 매뉴얼

권두순·최은주 지음｜신국판 변형｜128쪽｜11,000원｜초판 1쇄 2014년 9월 출간

‘논문을 좀 더 쉽고 즐겁게 쓸 수는 없을까?’ 논문 작성을 시작해야 할 상
황에선 누구나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쓰고 번번
이 재작성과 개고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한눈에 논문 작성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 학위논문, 연구논문, 편집논문 등 각종 논문 쓰는 방법을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성공으로 이끄는 공부의 즐거움 대통령의 공부법

최진 지음｜사륙판｜328쪽｜12,800원｜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대한민국을 이끈 8인의 인생 역전 공부법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을 완성하라. 이 책에서 거론한 대통령들은 각자 처한 현실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했고, 끝내 성공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통령들의 공부법을 익히게 됨은 물론, 리더십을 향상시
킬 수 있고 현대사도 알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70일 두뇌 계발 프로젝트 영재의 비법

채널 스토리온 지음｜신국판｜2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9월 출간

스토리온에서 방영된 화제의 프로그램 ‘영재의 비법’을 책으로 만나다! 
모든 아이는 자기 안에 영재성을 품고 있다. 그것을 꽃피우느냐, 시들게 
하느냐는 바로 엄마의 교육법에 달려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다섯 명의 
아이와 엄마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교육법을 바로잡고 개선시
켜 나간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Boo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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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글쓰기 70일 어쩌면 글을 잘 쓰게 될지도 몰라 

캐런 벤크 지음｜황경신 옮김｜사륙판 변형｜264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글을 쓰려고만 하면 머리와 손이 굳어 버리는가? 원래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70일 동안 하
루에 하나씩 미션을 읽고 ‘써라’! 꿈틀대는 상상력을 마음껏 풀어놓으며 
즐겁게 쓴다면 더욱 좋겠다.   

■  그래픽으로 읽는 위대한 삶! 
 인포그래픽 시리즈

그들의 인생은 결코 흑백 화면처럼 단조롭지 않았다!

그래픽 전기 아트북!

비주얼 스토리텔링, 인포그래픽! 그래픽으로 읽는 위대한 삶! 인포그래픽

(infographics) 시리즈는 세계의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한다. 그들의 삶에서 찾아낸 50가지의 사실, 시간, 생각, 습관, 업적을 인

포그래픽만으로 생생하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반 고흐 소피 콜린스 지음｜진규선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7년 6월 출간

제인 오스틴 소피 콜린스 지음｜박성진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7년 6월 출간

모네 리처드 와일즈 지음｜신영경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7년 8월 출간

다빈치 앤드류 커크 지음｜박성진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클림트 비브 크루트 지음｜박성진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프리다 칼로 소피 콜린스 지음｜박성진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10월 출간

코코 샤넬 소피 콜린스 지음｜박성진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12월 출간

데이비드 보위 리즈 플래벌 지음｜신영경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12월  출간

셜록 비브 크루트 지음｜문지혁 옮김｜신국판 변형｜96쪽｜13,500원｜초판1쇄 2019년 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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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감에 목마른 당신에게 건네는 질문들  
글쓰기 좋은 질문 시리즈

글쓰기 좋은 질문 Handybook 세트

샌프란시스코 작가집단 GROTTO 지음｜라이언 옮김｜ 18,500원(노트 포함)｜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할 질문 642+712개를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
는 핸디북 세트! 사이즈는 물론 가격까지 덜어 낸 핸디북 세트에는 한
정판 ‘크리에이티브 노트’도 함께 제공된다. 
 

글쓰기 좋은 질문 642

샌프란시스코 작가 집단 GROTTO 지음｜라이언 옮김｜232쪽｜13,500원｜초판1쇄 2013년 11월 출간

글쓰기 좋은 질문 712

샌프란시스코 작가 집단 GROTTO 지음｜라이언 옮김｜272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4월 출간

《글쓰기 좋은 질문》은 소설가, 영화감독, 작가, 저널리스트, 시인, 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

의 예술가 수십 명이 공동 집필한 ‘글감’을 묶은 책이다.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 작가 지망생, 창조의 샘이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은 물론 블로그 소재가 떨어졌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이들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 줄 것이다. 

글쓰기 분야 베스트셀러 

글쓰기 좋은 질문 642

더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글쓰기 더 좋은 질문 712

■  진정한 나를 찾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지혜 
 호오포노포노・우니히피리 시리즈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입문자 가이드

처음 만나는 호오포노포노

처음 만나는 우니히피리

구체적인 문제 해결법

호오포노포노 실천법

우니히피리 실천법

나를 위한 삶의 실천 처음 만나는 호오포노포노  eBook 다운로드

이하레아카라 휴렌·KR 여사 지음｜조현희 옮김｜신국판 변형｜192쪽｜12,0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하와이 원주민 사이에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 ‘호오포노포노’ 입문서다. 호오포노
포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진정한 의미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것이다.

안녕! 내 안의 진정한 나 처음 만나는 우니히피리  eBook 다운로드

이하레아카라 휴렌·KR 여사 지음｜조현희 옮김｜신국판 변형｜160쪽｜11,2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호오포노포에서 잠재의식을 의미하는 우니히피리는 ‘나의 기억’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무기물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기억이다. 이 내면의 아이에게 말을 걸고 소통하며 기억을 정화함
으로써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성공 원리 호오포노포노 실천법

이하레아카라 휴렌·가와이 마사미 지음｜임영란 옮김｜신국판 변형｜204쪽｜12,000원｜2판1쇄 2019년 3월 출간

호오포노포노의 비즈니스 실천편! 호오포노포노를 통한 실제 사례와 구체 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통해 성공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얻게 될 것이다.

호오포노포노로 만나는 진정한 나 우니히피리 실천법

이하레아카라 휴렌, KR 여사, 타이라 아이린 지음｜임영란 옮김｜신국판 변형｜168쪽｜12,000원｜2판1쇄 2019년 3월 출간

내면의 아이라고도 불리는 우니히피리는 나 자신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이 세계가 생겨날 때부터
의 모든 기억을 지닌 또 하나의 ‘나’다. 이 내면의 아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정화하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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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문학·인문·교양 출간 도서 목록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한 변화의 순간들  2018 한반도의 봄  
장윤희 지음│신국판 변형│348쪽│21,800원│초판1쇄 2018년 7월 출간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적 글쓰기 
보니 노이바우어 지음│전소현 옮김│신국판 변형│올컬러│236쪽│13,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게 되는 고민에 대한 해답 찾기 철학의 세 가지 질문
마이클 켈로그 지음｜이진경 옮김｜신국판｜408쪽｜15,800원｜초판1쇄 2012년 12월 출간

아마존 선정 최고의 미스터리 모두의 엔딩 1, 2, 3
벤. H. 윈터스 지음│곽성혜 옮김│국판변형│각 권 10,0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한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 김구의 일대기 영웅 백범
홍원식 지음│신국판 변형│400쪽│13,900원│초판1쇄 2013년 6월 출간

지구별 어른, 어린 왕자를 만나다
생텍쥐페리 원작·정희재 글｜신국판 변형｜280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길 잃은 반려동물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나는 사랑입니다
동물자유연대·손현숙 지음｜신국판 변형｜184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5월 출간

눈물을 닦고 
후지타 사유리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진짜 나를 찾는 5가지 질문 나공부
김윤나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공감의 힘
데이비드 호우 지음｜이진경 옮김｜신국판｜332쪽｜15,000원｜초판1쇄 2013년 7월 출간

호오포노포노로 만나는 진정한 자신 우니히피리
이하레아카라 휴렌·KR 여사·타이라 아이린｜임영란 옮김｜사륙판｜168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용재수필 (전 4권) eBook 다운로드

홍매 지음｜임국웅 옮김｜김승일 옮김｜사륙판｜각 권 144~240쪽｜초판1쇄 2016년 8월 출간

❶ 정치·경제 8,000원 ❷ 인재 관리 8,000원 ❸ 국가 경영 6,000원 ❹ 사회·문화 7,000원 

고종 황제의 그림자 연인 에밀리
문준성 지음│신국판 변형│292쪽│12,000원│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
튜즈데이 칠드런·브라이언 커티스 글｜신국판 변형｜320쪽｜13,8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1866, 애절한 죽음의 기록 조선이 버린 사람들
이수광 지음｜신국판 변형｜288쪽｜12,8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수의 탄생에서 현대 수학 이론까지 수의 황홀한 역사

토비아스 단치히 지음｜심재관 옮김｜사륙판｜정경훈 감수｜456쪽｜15,000원｜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저자는 ‘수 감각’이 어떻게 ‘수 개념’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다시 당시의 문화적 지평 안에서 새로
운 수학적 진보를 낳았는지, 그리하여 현대 수학의 반직관적이고 기묘한 개념들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인류학적·문화사적 통찰을 반영해 풀어 나간다. 

누구에게나 게으를 권리가 있다 매혹의 소파

이본느 하우브리히 지음｜이영희 옮김｜사륙판｜352쪽｜13,000원｜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휴식과 게으름의 상징인 ‘소파’라는 코드를 통해 무겁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산업사회에서 진
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책은 일에 쫓겨 삶과 스트레스를 동일어로 믿고 사는 현대
인들에게 소파에 누워 달콤한 게으름의 휴식을 즐겨보라고 유혹한다. 

지식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고 혁명 지의 편집

마쓰오카 세이고 지음｜박광순 옮김｜사륙판｜368쪽｜13,000원｜3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인간의 생각과 이야기, 놀이와 역사, 현대 사회의 정보와 인터넷 문화 등을 고찰하며 편집이 만드
는 새로운 지식 세상을 보여 준다. 저자는 과거 커피하우스에서부터 현대 최첨단 미디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편집의 발전과 역사, 그리고 그 의미를 돌아본다.

정보이론이 벗겨내는 우주의 비밀 만물해독

찰스 세이프 지음｜김은영 옮김｜사륙판｜480쪽｜15,000원｜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정보이론이 어떻게 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자연은 끊임없이 정
보를 파괴하려 하나 산다는 것은 결국 이런 자연에 맞서 정보를 보존하려는 행위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정보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들을 강조한다.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은밀한 기록 도서관, 그 소란스러운 역사

매튜 배틀스  지음｜강미경  옮김｜사륙판｜436쪽｜13,000원｜2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이 책은 수세기에 걸친 세계 각국의 매력적인 도서관의 역사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했다. 최초의 
도서관에서부터 현재의 디지털 도서관까지, 다양한 도서관의 역사적 이야기들과 그곳에 얽힌 에
피소드들을 들려준다. 

■  흥미롭고 다채로운 인문서를 소개하는 인문과학 시리즈 
 지식의숲 k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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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넥서스CROSS와 지혜의샘은 문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

님을 알리는 데 가치를 둔 넥서스의 기독 브랜드로 이 시대 기독교 지

성을 대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순수 복음만을 담아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강준민 지음｜신국판 변형｜244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당신이 교사로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교사
로 섬기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늘 교사로 살아가는 저자는 “가르침은 신
비로웠습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전한다. 당신은 이 책
을 통해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진정한 교사
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  

강준민 지음｜신국판 변형｜272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

엘리야를 통해 기독교 인문학의 정수를 배우게 하는 책! 엘리야의 생애를 
오랜 기간 연구하고 묵상한 저자의 배움을 13편의 글을 통해 나누고 있
다. 인간은 누구며 인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우며 ‘기
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전적으로 보게 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
나님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전문가가 풀어 주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조훈·태은경 지음｜신국판 변형｜312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리더십 계발
조훈·태은경 지음│신국판│256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진로 설계와 창의 체험 활동 전략
조훈·임병욱·김동욱 지음│신국판│332쪽│16,5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윤리적 사고와 딜레마
조훈·정선희·한온누리 지음│신국판│320쪽│16,000원｜초판1쇄 2011년9월 출간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
조훈·이수화·안영·태은경 지음│신국판│288쪽│16,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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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부활이 알고 싶다  

이수경 지음｜장누리 그림｜신국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이 책은 어린이들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아
가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을 등장시켜 법정 드라마처럼 때론 인터뷰처럼 
현장감 넘치게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에 대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증인’으
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부활이 알고 싶다

이상훈 지음 ｜ 사륙판 변형 ｜ 184쪽 ｜ 7,800원 ｜ 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Core)이자 뿌리(Origin)이다. 뿌
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 부활 없는 기독교,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
은 가짜이다.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과학주의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
활을 믿는다고 당당히 외쳐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부
활! 나의 부활!”을 외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어린이 교회가 알고 싶다  

송태근 원작｜이수경 지음｜장누리 그림｜신국판 변형｜140쪽｜7,500원｜초판1쇄 2019년 1

월 출간

이 책은 송태근 목사님의 저서 『교회가 알고 싶다』를 원작으로 한 《어린
이 알고 싶다 시리즈》의 제1탄이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
께 읽고 함께 소통하며, 이 책의 주인공 찬호처럼 ‘교회 박사’를 뛰어 넘어 
‘성경 박사’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꿈나무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길 소망한다. 

교회가 알고 싶다

송태근 지음 ｜ 사륙판 변형 ｜ 128쪽 ｜ 7,000원 ｜ 초판1쇄 2017년 4월 출간

이 책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를 밝히고 초대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파헤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강권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님의 교회로 바로 서야 할 성도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왜 무장해
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시원하게 밝히고 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이상훈 지음 ｜ 신국판 변형 ｜ 96쪽 ｜ 9,000원 ｜ 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살다 보면 웃는 날도, 그리고 우는 날도 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떠했는
가? 우주 최고의 갑이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고작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조차 을이나 병에 속하는 ‘나’ 때문에 말이다. 이 책
을 통해 40일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
아줌으로 당신의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김문훈 지음｜국판 변형｜240쪽｜15,000원｜초판1쇄 2018년 8월 출간

세상은 소리 없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터이다. 이 전쟁터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달리고 또 달린다. 사실 죽으면 그 어떠
한 것도 소용이 없다. 이 책은 당신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 참 평안을 찾길 
간절히 바라는 저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았
다고 말할 수 있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라.

eBook 유료 다운로드

인생 쉼표 하나...

이문희 지음｜국판 변형｜192쪽｜13,500원｜초판1쇄 2018년 9월 출간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뛰고 또 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시
간 속에서, 더 늦기 전에 남은 인생 가운데 놓인 여백을 사랑하고 느림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길 바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

이송용·정해영 공저｜국판 변형｜304쪽｜13,000원｜초판1쇄 2017년 2월 출간

이 책은 《내려놓음》 저자 이용규 선교사와 협력하며 몽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 사역을 펼쳐온 이송
용·정해영 선교사 부부가 몽골-인도네시아-한국 등에서 출산한 3녀 2
남 다섯 남매를 영적(신앙적)으로 키우면서, 직접 연구하고 체험하여 터
득한 자녀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기독교 자녀 양육서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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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예수 성품 교실

한기채·김찬홍 공저 ｜ 신국판 변형 ｜ 200쪽 ｜ 12,800원 ｜ 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십대 어린이·청소년이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발견하
고 길러야 할 12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책이다. 겸손, 순종, 긍휼, 배려, 책
임, 인내, 정직, 절제, 온유, 용기, 성결, 평화를 다루는데, 그 성품은 무엇이
며 무엇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에게 그 성품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이
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더 친근하게 읽힌다.

성경독서 가이드

전신지 지음｜크라운판형｜296쪽｜15,000원｜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저자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모은 책이다. 1부에서는 성경독서의 가치와 
방법을 논하고, 2부에는 8편의 실제 수업안을 실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성경독서는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 레시
피라 할 수 있다. 성경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독해력, 사고력, 표현
력, 묵상력, 성경적 세계관까지 한 번에 잡는다.

40주 태교 큐티  

김경수, 최향자 공저｜사륙배판 변형｜356쪽｜17,000원｜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이 책은 귀한 생명을 잉태한 예비 부모가 40주 동안 날마다 말씀과 기도
로 태교하면서 아기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안내서다. 귀한 생명, 하나
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아와 예비 부모가 믿음의 가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비 부모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고, 하나
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든든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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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 잠언 태교

김경수, 최향자 지음｜사륙배판 변형｜192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귀한 생명을 예비 부모가 지혜의 말씀인 잠언으로 태교하면서 아기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배 속에 있는 아이와 부모가 이
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태담 태교를 할 수 있다. 태
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기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

박재은 지음 ｜ 사륙판 변형 ｜ 208쪽 ｜ 8,200원 ｜ 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당신은 이 책 한 권으로 세상의 잡다한 삼위일체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기신자에게는 참된 앎의 행복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새신자에게는 마음의 답답함을 깨끗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조직신학자가 정확하고 바르게 설명해 주는 기본 교리서로서 목회
자와 신학생들에게는 더없는 교재가 될 것이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종교개혁이 알고 싶다

조현진 지음 ｜ 사륙판 변형 ｜ 216쪽 ｜ 8,500원 ｜ 초판1쇄 2018년 9월 출간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당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적 고뇌 속에서 그들이 교
회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성경에 기초해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는지
를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르게 인지
하여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은 지금 ‘나’
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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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가 알고 싶다

윤상원 지음 ｜ 사륙판 변형 ｜ 160쪽 ｜ 7,800원 ｜ 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저자는 ‘모세율법의 십일조’를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헌금을 
드릴 것인가?’(How to give)의 개인적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교회
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할 것인가?’(How to use)의 공동체적 모델로 삼
아야 함을 논한다. 거기에서 ‘신약교회 헌금의 공공적 성격’(공적 헌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며 그 자리에서 교회개혁의 방향성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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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읽는 연대기 성경: 신약

이원희 지음 ｜ 사륙배판 ｜ 576쪽 ｜ 33,000원 ｜ 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이 책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시대 순으로 읽는 성경이다. 예수님이 누구
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
다. 이 책은 독자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
들었다. 시공을 뛰어넘어 2,000년 전 사건을 생생히 알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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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트레이닝

고은식 지음｜국판 변형｜248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7월 출간

교회 교육이 튼튼해지는 현장 사역 교사 지침서! 교회 교육 관계자 모두 
알아야 할 이 시대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교회학교 연간 
프로그램 아이디어까지 총망라했다. “아,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올 만큼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운동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가 
헬스 트레이닝 원리에 맞춰 구성한 교회학교 사역 가이드북이다.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다  

홍민기 지음｜국판 변형｜216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4월 출간

수많은 인생의 장면 속에서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고난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
와 마음의 상처와 걷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약
하게 쓰러지고 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진정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이 책에서 발견하고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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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흔들어라  

전병철 지음｜국판 변형｜240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본질로 돌아가자’(아드 폰테스)라는 주제로, 세상 자체를 흔드신 예수님
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드는 사람이 되자고 부추기는 책이
다. 이 책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원을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다. Rocker 하나님
께 흔들린 자, 이제 Rocker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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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업  

조 크리스 지음｜사륙판 변형｜224쪽｜12,000원 ｜ 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조 크리스 교수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전하는 무한 긍정 멘
토링! 꼰대 같은 가르침이나 어쭙잖은 위로가 아니다. ‘태도’에서부터 ‘멘 
토’까지 익숙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7가지 삶의 지침을 어떻게 자신의 삶
에 적용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도전
하고 실험해 보고, 겪어 본 것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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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어디 있느냐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3월 출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전하는 회복과 성숙의 메시지 모음이다. 7개의 
질문과 7개의 명령을 담았다. 저자는 신앙생활을 소속의 확인으로 정의
하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고 묻는다.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
하게 대답하고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선포한다. 구원받은 성
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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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몰려올까?  

이수훈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2,000원｜2판1쇄 2017년 1월 출간

이 책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서 지친 이들의 회복을 돕고 다음세대를 키우
는 당진동일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심
장이 벌렁거려 잠 못 자는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확산되고 있다. 평범
한 이들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한 교사의 힘

이찬용 지음 ｜ 사륙배판 변형 ｜ 168쪽 ｜ 10,000원 ｜ 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놀고 먹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 교회 교육의 비전을 보여 주는 교육 프로
그램 자료집이다. ‘파자마 토크’, ‘독서 마라톤’ 등 모두 8개의 프로그램
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회 학교를 돕는 당회’,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문화’  
등의 제언을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 키워가는 다음세대야말로 교회
의 희망임을 밝히고 있다. 

거룩한 바보들의 꿈  

이찬용 지음｜국판 변형｜296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4월 출간

《거룩한 바보들의 꿈》은 예수를 따라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기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 약삭빠
르게 내 것을 챙기며 살지 말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며 작은 
예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냄새, 예수 향기 가득한 성만교회 사람들
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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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준 목사의 다니엘서 

노진준 지음｜신국판 변형｜280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10월 출간

<다니엘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백성이 살
아 낸 이야기이며, 우리들이 살아 낼 이야기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야기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계속되는 고난에 낙심하거
나 절망하지 말고 일상을 정성껏 살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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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라 

노진준 지음｜신국판 변형｜248쪽｜13,000원 ｜ 초판1쇄 2014년 8월 출간

우리 시대의 설교자 노진준 목사가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다. 그가 말하는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Back to the Basics)! 그
는 이 책에서 복음, 은혜, 교회, 제자도, 기도, 전도, 가치관의 회복을 말하
고 있다. 본질을 찾아 회복할 한 길을 보여 주는 책으로, 함께 회복을 배우
고 동행을 시작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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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뿌리  

고승희 지음｜신국판 변형｜296쪽｜13,000원 ｜ 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이 책은 미국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이자 골든게이트 신학교 목회학 교
수인 고승희 목사가 악의 문제를 천착한 역작이다. 먼저 악의 개념을 설
명하고, 다음으로 악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
삭, 야곱, 유다 등의 삶에서 보이는 악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
었다. 이 책은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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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행전

최경욱 지음｜신국판 변형｜240쪽｜12,500원 ｜ 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LA 또감사교회의 선교 기록이다. 이민 교회 성도
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아메
리칸 드림에서 킹덤 드림으로 꿈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선교하
는 이유와 그 열매를 확인해 보자.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귀납
적 선교학을 배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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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김종원 지음｜국판 변형｜328쪽｜15,000원｜초판1쇄 2017년 3월 출간

이 책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특히 두려운 상황에 처했던 여호수아를 중
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룬다. 모세의 죽음 이후 200만 명
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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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래

김종원 지음｜국판｜248쪽｜12,000원 ｜ 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이 땅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위로가 담
긴 책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김종원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를 전한다. 또 막연하게 엎드려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임은미 지음｜국판 변형 양장｜188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늘 내일의 태양은 뜨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제의 나, 과거의 나에서 허우적
대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하나님 없는 삶이 분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톡’ 소리 나는 임은미 목사가 위로와 축복이 담긴 묵상글을 모았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최고로 여
기시며 사랑하심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

임은미 지음｜국판 변형｜260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5월 출간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스도
인 부모의 풀리지 않는 자녀 양육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엄마와 
딸의 진솔한 대화 형식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맡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지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직
접 볼 수 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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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만난 하나님  

강호숙 지음｜신국판 변형｜276쪽｜13,000원｜초판1쇄 2016년 10월 출간

총신대 강호숙 박사가 본 여자의 성경, 여자의 하나님! 교회 안에 절반이 
넘는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안내함으로, 남성 관점의 관행에 치우
쳐 ‘여성의 하나님’을 망각했던 한국 교회에,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영적 균형 감각을 바로잡는 책이다. 여성의 하나님 알기와 
성경 해석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잃어버린 경외  

알버트 마틴 지음｜오찬규 옮김｜신국판 변형｜232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2월 

출간

이 책은 우리 의식에서 증발해 버린 ‘하나님 경외’를 전방위적으로 탐구
하는 책으로, 하나님 경외야말로 지금 우리가 시급히 되찾아야 할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구성되고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성경에 기초하여 신학적으로 밝히며, 경험을 토
대로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서술하였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평일의 예배, 노동

벤 위더링턴 3세 지음｜오찬규 옮김｜신국판 변형｜272쪽｜13,0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일과 휴식이 다 즐거워지는 성경적 노동 이해의 완성!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 벤 위더링턴 3세의 하나님 나라 노동관 강의이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천국을 몰고 온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일이 예배처럼 은
혜가 될 것이다. 노동에 대한 빼어난 신학적 통찰력이 담겨 있다. 일터사
역에 관심을 둔 독자들의 필수 교과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

벤 위더링턴 3세 지음｜김미연 옮김｜신국판 변형｜292쪽｜12,500원｜2판1쇄 2016년 4월  출간

경제 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성서학자가 전하는 가장 성경
적인 재정 지침서다.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이고, 가난
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낳은 심판의 결과인가? 저축, 부동산 투자, 보험, 
복권은 과연 성경적일까? 돈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어떻
게 구별하는가? 등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삶이 말한다

박상현 지음｜국판 변형｜248쪽｜12,000원｜2판1쇄 2019년 3월 출간

복음을 들려주는 가장 큰 소리는 삶이다. 삶과 분리된 믿음은 없다! 복음
은 전하는 사람의 삶이 증거한다. 당신은 삶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탄자니아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이며 흑인 무슬림을 제자 삼아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을 만든 박상현 선교사의 감동적 선교 간증이다. 사이다처
럼 짜릿하고 상쾌한 내용이어서 청소년과 청년에게 용기를 준다.

달동네 울보목사

호용한 지음｜국판 변형｜256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돌보기 위해 14년 동안 매일 아침 무료로 우유 
배달을 해온 옥수동 달동네 교회 호용한 목사의 따뜻하고 눈물나는 감동 
이야기! 가난한 이웃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뿌려 별명이 울보목사가 
됐다. 세상이 먼저 감동해 혜민 스님, 김봉진 대표(배달의민족), 이재현 
전무(골드만삭스) 등이 추천했다. 교회의 이웃 사랑법을 배울 수 있다.

다시 교회가 뛴다

서길원 지음｜신국판 변형｜280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6월 출간

도시 교회 리메이크의 모델 상계교회 이야기를 통해 교회 변화의 길을 탐
구하는 책이다. 정체된 도시 교회가 살아나 교회됨을 회복하는 성령행전
이라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성도 개개인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일하셨는
지를 보여 주며, 살아 있는 한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꿈꾸
게 함을 알게 한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노완우 지음｜국판 변형｜240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7월 출간

틀어진 몸을 바로 세워 건강한 나를 되찾는 노완우 목사의 운동법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은 내 몸에 질병을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해결하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육체가 병들
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몸을 아름답게 지키는 비법을 공개한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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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아빠

존 맥아더 지음｜오찬규 옮김｜신국판 변형｜232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9월 출간

최고의 성경교사 존 맥아더가 전하는, 최초의 남성전용 가정사역 자녀양
육 지침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는 없
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남편이
자 아빠가 되는 법,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상을 배운다. 담대하고 성경
적인 자녀양육의 핵심을 담았다. 

eBook 다운로드

주님의 증거

존 맥아더 지음 ｜ 서진희 옮김 ｜ 국판 변형 ｜ 288쪽 ｜ 11,000원 ｜ 2판1쇄 2015년 7월 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숭고한 생애를 신실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부활하심을 통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보자. 

믿음의 증거

존 맥아더 지음｜김명화 옮김｜국판 변형｜284쪽｜11,000원｜2판1쇄 2015년 7월 출간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노아, 라합, 요나, 베드로, 루디아와 같
은 신실한 인물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구주와 동행하
며 본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전한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당신도 하나님
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재림의 증거

존 맥아더 지음 ｜ 김미연 옮김 ｜ 국판 변형 ｜ 320쪽 ｜ 12,000원 ｜ 2판1쇄 2015년 7월 출간

‘재림’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함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마태복음>, <요
한계시록> 등 성경을 바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전하며, 늘 깨어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누구인가

크레이그 그로쉘 지음｜장택수 옮김｜국판 변형｜276쪽｜13,000원｜2판1쇄 2018년 6월 출간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무던히도 노력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
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제 세상적으로 과대포장된 이름
을 버리고 나의 진짜 이름을 찾아보라.

세상을 놀라게 하라

마이클 프로스트 지음｜오찬규 옮김｜사륙판형｜200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6

월 출간

세계적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가 크리스천이 삶으로 전도하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한다. 축복하고, 같이 먹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
우며, 파송 일기를 쓰는 것이다.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놀랍고
도 단순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습관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전도
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존 엘드리지 지음｜김성웅 옮김｜신국판 변형｜272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9월 

출간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등 기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구체적이
고 실천적으로 담은, 균형 잡힌 기도 지침서다. 중보 기도, 치유 기도, 대적 
기도, 성구 기도 등 기도의 모든 유형을 다룬다. 저자의 조언에 따라 기도
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eBook 다운로드

나를 살리는 하루 묵상

토머스 넬슨 편집부 엮음｜마영례 옮김｜사륙판형｜256쪽｜12,800원｜2판1쇄 2017년 1월 출간

분주한 당신을 위한 묵상집! 그분의 숨결로 오늘의 호흡을 시작하도록 돕
고, 그분의 숨으로 오늘의 샘물을 길어 올리게 한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
에게 힘이 되는 묵상집으로, 각 장은 성경 한 구절과 짧은 예화, 삶에 적용
할 수 있는 도움 글로 구성되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경 100구절을 하
루에 하나씩 묵상할 수 있게 돕는다.

eBoo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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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알고 싶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어린이 알고 싶다 시리즈》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골든타임의 어린

이 친구들을 위한 도서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알고 싶다 시리

즈》와 같은 주제로 출간되기에, 가정과 교회에서 통합 신앙교육에 활용하기에 최적화

된 도서다. 넥서스CROSS는 이 시리즈를 통해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의 기독

교 교육에 앞장서고자 한다.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신학의 균형 위에 준비된 《어린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통해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자녀로 영적으

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한다.

■  어린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성경에 기초하여 재미있게 풀어쓴 어린이 알고 싶다 시리즈

신앙교육의 골든 타임을 잡아라  

※ <알고 싶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  알고 싶다 시리즈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조망한다

신앙의 무지로부터 탈출하라  

교회가 알고 싶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태근 지음｜사륙판 변형｜128쪽｜7,000원｜초판1쇄 2017년 4월 출간

십일조가 알고 싶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윤상원 지음｜사륙판 변형｜160쪽｜7,800원｜초판1쇄 2017년 10월 출간

요셉이 알고 싶다 
노진준 지음｜사륙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17년 11월 출간

부활이 알고 싶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상훈 지음｜사륙판 변형｜184쪽｜7,8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박재은 지음｜사륙판 변형｜208쪽｜8,200원｜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종교개혁이 알고 싶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조현진 지음｜사륙판 변형｜216쪽｜8,500원｜초판1쇄 2018년 9월 출간

어린이 교회가 알고 싶다
송태근 원작｜이수경 글｜장누리 그림｜신국판 변형｜140쪽｜7,500원｜초판1쇄 2019년 1월 출간

어린이 부활이 알고 싶다
이수경 글｜장누리 그림｜신국판 변형｜136쪽｜7,000원｜초판1쇄 2019년 3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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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 목사의 분반공부 교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예수님의 자녀로 세우자  

■  유기성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의 사람 365 묵상 캘린더
유기성 지음｜신국판 변형｜384쪽｜9,8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저자: 유기성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제일교회와 안산광림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현재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으며, OM 국제선교회 훈련원 이사장, 한국레노바레 이사, KOSTA(해외유학생수련회) 국제이사, 한미

준(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

행》,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1·2》,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등이 있다.  

예수님의 사람 1・2 (학생용, 인도자용)
유기성 지음｜사륙배판 변형｜1·2권 학생용 각 216쪽, 1권 인도자용 216쪽, 2권 인도자용 240쪽 ｜ 

각 13,000원｜2판1쇄 2013년 2월 출간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1・2 (학생용, 인도자용)
유기성 지음｜사륙배판 변형｜1권 학생용 248쪽, 2권 학생용 292쪽, 1권  인도자용 248쪽, 2권 인도자용 312쪽｜ 

1권 학생용·인도자용 각 15,000원, 2권 학생용 17,000원, 2권 인도자용 17,500원｜초판1쇄 2013년 6월 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주교재, 인도자 지침서)
유기성 지음｜국판 변형｜주교재 208쪽, 인도자 지침서 232쪽｜ 

주교재 9,000원, 인도자 지침서 10,000원｜2판1쇄 2017년 8월 출간

위드 지저스 1~10
유기성 지음｜사륙판｜각 60쪽｜각 3,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위드 지저스 인도자용 

유기성 지음｜신국판 변형｜212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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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시리즈

   예수님의 사람 1・2(학생용) / 예수님의 사람 1・2(인도자용)

■   성경개관・통독 교재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의 달인이 되자

구약관통
이종필 지음｜사륙배판 변형｜344쪽｜17,8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신약관통
이종필 지음｜사륙배판 변형｜296쪽｜16,0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워크북 (원리편, 구약편, 신약편)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종필 지음｜국판 변형｜원리편·구약편 80쪽, 신약편 88쪽｜각 5,900원｜초판1쇄 2018년 2월 출간

구약의 숲을 걷다  
홍성환 지음｜사륙배판 변형｜408쪽｜16,800원｜초판1쇄 2010년 9월 출간

신약의 숲을 걷다  
홍성환 지음｜사륙배판 변형｜344쪽｜15,800원｜초판1쇄 2011년 2월 출간

하이라이트 성경 1 (인도자용 별매)
임용섭 지음｜사륙배판 변형｜각 268쪽｜15,800원｜초판1쇄 2013년 12월 출간

하이라이트 성경 2 (인도자용 별매)
임용섭 지음｜사륙배판 변형｜각 308쪽｜16,800원｜초판1쇄 2014년 1월 출간

하이라이트 성경 3 (인도자용 별매)
임용섭 지음｜사륙배판 변형｜각 328쪽｜17,8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딱! 50일에 끝내는 성경통독
신현주 지음｜사륙배판｜420쪽｜17,000원｜초판1쇄 2009년 6월 출간

성경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저자: 송태근

성경의 핵심 메시지만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본문이 가진 역사적·문법적 의미를 올곧게 전하는 목회자로 유명하다. 

그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남교회를 섬기다가 2012년 

7월부터 삼일교회로 자리를 옮겨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  송태근 목사의 쾌도난마 시리즈

난해한 성경 본문을 송태근 목사 특유의 명쾌함으로 풀어내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눈을 뜨라  

쾌도난마 사무엘상 1・2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1권 308쪽, 2권 280쪽｜각 13,000원｜초판1쇄 2016년 4월 출간

쾌도난마 사무엘하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368쪽｜14,500원｜초판1쇄 2016년 7월 출간

쾌도난마 요한계시록 1・2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각 344쪽｜각 13,800원｜2판1쇄 2015년 4월 출간

쾌도난마 사도행전 1~3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1·3권 376쪽, 2권 336쪽｜1·3권 17,000원, 2권 15,000원｜2판1쇄 2015년 1월 출간

쾌도난마 다니엘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4년 9월 출간

쾌도난마 십계명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태근 지음｜신국판 변형｜160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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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시리즈

   예수님의 사람 1・2(학생용) / 예수님의 사람 1・2(인도자용)

■  ESV드림 제자성경 / 드림 성경

기본과 핵심에 충실한 성경

ESV드림 제자성경 (개역개정) 
크로스웨이 ESV 바이블 편찬팀 편찬｜사륙판형(양장)｜1,600쪽｜35,000원｜단본｜초판 1쇄 2016년 8월 출간

청소년부터 청·장년 모두 쉽게 보는 젊은 성경! 

무거움은 덜고 대중성은 더한 젊은 성경이다. 가독성이 뛰어나며, 성경 이해를 돕는 핵심만 담아냈다. 성경은 성령께

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

기,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놀라운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

드림 성경 (개역개정/새찬송가)  
넥서스CROSS 성경팀 편찬｜신국판 변형(가죽 양장)｜1,696쪽｜31,000원｜무지퍼(색상 2종)｜초판 1쇄 2015년 2월 출

간

개인 통독 및 교회 비치용으로 최적화된 성경! 

기본에 충실한 주석 없는 성경이다. 보다 큰 판형과 보다 큰 글자,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가독성 등을 갖춘 통독용으로 

적합한 주석 없는 성경이다. 또한 최고급 가죽소재를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하여 성경의 아름다움을 놓치

지 않은 성경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이해를 위한 핵심만 담아내다  

프뉴마 드림성경 (블랙)

잭 헤이포드 책임편찬｜신국판 변형(가죽 양장)｜지퍼형｜4도｜개역개정+새찬송가(합본)｜2584쪽｜99,000원｜초판 1쇄 

2019년 1월 출간

프뉴마 드림성경 (다크 브라운)

잭 헤이포드 책임편찬｜신국판 변형(가죽 양장)｜지퍼형｜4도｜개역개정+새찬송가(합본)｜2584쪽｜99,000원｜초판 1쇄 

2019년 1월 출간

프뉴마 드림성경 (다크 그린)

잭 헤이포드 책임편찬｜신국판 변형(가죽 양장)｜지퍼형｜4도｜개역개정+새찬송가(합본)｜2584쪽｜99,000원｜초판 1쇄 

2019년 1월 출간

■  프뉴마 드림성경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최고의 비주얼 성경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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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성경!

그동안 성인 독자들에게 영성 깊은 메시지를 줬던 유진 피터슨이 어린아이를 보물로 여

기며 쓴, 빛과 같은 책이다. 성경을 바로 보고 통찰하는 탁월한 눈을 가진 그가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성경을 단지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기발한 질문들을 더하였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참 재미있고 특별하다는 점을 뛰어넘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속으

로 잘 인도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까

지 염려하며 지은 은혜로운 책인 것이다. 그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찬 있는 성경을 아이들

에게 전하면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보라.

■  우리 아기 처음 성경 / 첫 번째 어린이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발췌한 어린이 성경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세요  

우리 아기 처음 성경 
유진 피터슨 지음｜롭 콜리·톰 밴크로프트 그림｜조경연 옮김｜신국판 변형(양장)｜448쪽｜28,000원｜초판1쇄 2015

년 6월 출간

유진 피터슨의 첫 번째 어린이 성경 (구약, 신약)  
유진 피터슨 지음｜롭 콜리·톰 밴크로프트 그림｜조경연 옮김｜신국판 변형｜구약 186쪽·신약 212쪽｜각 12,000원｜

3판1쇄 2016년 3월 출간

■  프뉴마 어린이 성경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 개역개정 성경

소요리문답과 함께 읽는 어린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까지!

《프뉴마 어린이 성경》은 소요리문답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성경이다. 한눈에 보는 

책별 서론, 풍부한 일러스트, 말씀이 쏙쏙 이해되는 도움 글, 말씀 적용 가이드 등 어린이 

성경 교육에 유익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 도표, 지도 등은 최고의 비주얼 주

석 성경인 《프뉴마 성경》에서 가져왔다. 특히 말씀 적용 가이드 ‘이렇게 살아요’는 하나

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7문답을 수록하여 성경 읽기와 교리 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경 본문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쓸 수 

있으며, 어른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성경이라 할 수 있다. 

프뉴마 어린이 성경 (개역개정)  
넥서스CROSS 성경팀 편찬｜국반판(가죽 양장)｜1,664쪽｜20,000원｜소단본│색인│무지퍼(색상 2종)｜

초판 1쇄 201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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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시리즈

   예수님의 사람 1・2(학생용) / 예수님의 사람 1・2(인도자용)

■  기독교 실용 도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돕는 책

온가족이 날마다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 <어린이 날마다 노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어린이 날마다 기도 노트 (선인장, 음악대, 기린)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사륙판 변형｜112쪽｜각 4,000원｜초판1쇄 2018년 12월 출간

어린이 날마다 감사 노트 (기도, 예수, 꽃)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사륙판 변형｜112쪽｜각 4,000원｜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 <날마다 노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날마다 설교 노트 (꽃, 담쟁이, 주황)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사륙판 변형｜112쪽｜각 3,000원｜초판1쇄 2018년 1월 출간

날마다 기도 노트 (리스, 풍선)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사륙판 변형｜112쪽｜각 3,000원｜초판1쇄 2017년 2월 출간

날마다 감사 노트 (곰, 체크, 꽃)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사륙판 변형｜112쪽｜각 3,000원｜초판1쇄 2015년 11월 출간

※ <어린이 성경 캘린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어린이 잠언 31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장누리 그림｜사륙판 변형｜64쪽｜4,900원｜초판1쇄 2018년 4월 출간

어린이 시편 31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김태은 그림｜사륙판 변형｜64쪽｜4,900원｜초판1쇄 2019년 4월 출간

■  어린이 성경 캘린더 시리즈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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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엮음｜신국판 변형｜236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12월 출간

성경을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엮음｜신국판 변형｜260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은혜를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엮음｜신국판 변형｜244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  기독교 실용 도서

내 영혼을 위한 말씀 필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쓰는 말씀들   

■  교재 시리즈

   예수님의 사람 1・2(학생용) / 예수님의 사람 1・2(인도자용)

■  기독교 실용 도서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한 필독서

상황별 대표기도문 
이상훈·양재웅 지음｜국판 변형｜564쪽｜15,0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대표기도문 공예배 130 
이상훈·양재웅 지음｜사륙판 변형｜288쪽｜8,0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대표기도문 심방 130 
이상훈·양재웅 지음｜사륙판 변형｜288쪽｜8,000원｜초판1쇄 2016년 11월 출간

크리스천 대표기도문 
양재웅 지음｜국판 변형｜480쪽｜13,900원｜초판1쇄 2017년 1월 출간

상황별 영어기도문 
이현구 지음｜사룩판 변형｜240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4월 출간

심방설교집 
양재웅 지음｜사륙판 변형｜224쪽｜11,500원｜초판1쇄 2018년 3월 출간

심방설교와 대표기도의 기준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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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거장 시리즈 1~10   

기독교 역사를 바꾼 영적 거장의 생애를 읽는다

믿음의 거장 시리즈

01   장 칼뱅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0쪽｜7,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개혁자이자 성도의 영혼을 돌본 목회자로, 경건함의 본이 된 사람

02 찰스 스펄전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0쪽｜7,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천부적 재능을 소유한 설교자로, 영국을 복음으로 일으키고 세기적 부흥을 주도한 목회자

03  조지 뮬러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수많은 고아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한 기도의 사람

04  조지 휘트필드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들풀처럼 강인한 최초 야외 설교자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한 시대를 움직인 강한 목회자

05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0쪽｜7,000원｜초판1쇄 2009년 8월 출간

 인디언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설교자로, 뼈가 부서지는 순간까지 은혜의 씨앗을 뿌린 목회자

06  조나단 에드워즈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09년 9월 출간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신학을 집대성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자 대부흥사

07 로버트 맥체인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과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준, 영혼을 울린 설교자

08 존 오웬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0쪽｜7,000원｜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천부적인 지성과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가장 방대한 저서를 완성한 청교도 신학자

09 윌리엄 캐리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성경 번역에 앞장선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

10 허드슨 테일러      송삼용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64쪽｜7,000원｜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중국을 품은 선교사로, 오직 중국 선교를 위해 치열하게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저자: 송삼용

총신대학교(B.A.)와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졸업 후 영국 트리니티대학 대학원(M.A. in Theological Studies)에서 

공부했고, 미국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원(D.Min.)에서 수학 중이다. 현재 하늘양식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갈망하며 믿음의 거장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  믿음의 거장 시리즈 11~20

설교, 목회, 신학, 기도, 선교, 영성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앙 위인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  

믿음의 거장 시리즈

11   길선주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주역

12 주기철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0년 8월 출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순교자

13  손양원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원수를 양자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환자들의 영혼을 돌본 믿음의 사람

14  장기려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출간

 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봉사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의 슈바이처

15 조만식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독립운동과 민족 통일 운동에 힘쓴 기독교계의 증진, 한국의 간디

16  드와이트 무디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미국 침례교의 평신도 설교자로, 어린이와 청년, 군인에게까지 사랑받은 감성적인 사람

17 어거스틴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고대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기독교를 결합하여 중세 사상계에 영향을 준 교부 철학의 성자

18 마르틴 루터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6쪽｜7,000원｜초판1쇄 2011년 12월 출간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 은혜를 통한 구원과 성서의 권위를 강조한 종교개혁자

19 존 웨슬리(개정판)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3년 5월 출간

 위대한 전도자이자 신학자로, 복음 전파에 초인적으로 헌신하고 복음 해석에 기여한 사람

20 데이비드 리빙스턴      김학중 지음｜사륙판 변형 양장｜152쪽｜7,000원｜초판1쇄 2012년 2월 출간

 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 깊숙한 곳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

저자: 김학중

꿈의교회 담임목사, 한국 NCD 이사장, 굿프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열린목회연구소 소장, 연세대 겸임교수를 맡아 섬

기고 있다. 젊고 신선한 목회 감각으로 한국 교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영적 리더이다. 저서로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라》, 《비전불패》, 《믿음불패》, 《믿음의 거장시리즈 11~20》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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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컬러링북 (하나님의 집)

넥서스CROSS 편집부 편찬｜국배판 변형｜64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바이블 컬러링북 (그녀들의 시간)

넥서스CROSS 편집부 편찬｜국배판 변형｜64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6월 출간

믿음인가, 미신인가 (설교로 배우는 기독교 교리)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조성노 지음｜신국판 변형｜304쪽｜13,500원｜초판1쇄 2015년 5월 출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후지이 야스오 지음｜정윤상 옮김｜사륙판 변형｜224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4월 출간

그리스도인을 완성하는 21가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승희 지음｜국판 변형｜288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4월 출간

하나님이 보낸 사람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민교 지음｜신국판 변형｜304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

열매 맺는 사람 (40일 묵상으로 내 안에서 키우는 9가지 성령의 열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태근 지음｜사륙판｜276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3월 출간

비전의 사람들 1~6
황덕영 지음｜신국판 변형｜1·3권 72쪽, 2·4·5·6권 68쪽｜각 4,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
유관재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격려가 필요한 당신에게
존 맥스웰 지음｜최형근 옮김｜사륙판 변형｜168쪽｜11,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평신도 성경 개관서
이수빈 지음｜사륙판 변형｜472쪽｜25,000원｜초판1쇄 2015년 2월 출간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이영환 지음｜신국판｜332쪽｜15,000원｜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배경락 지음｜국판 변형｜288쪽｜13,000원｜ 초판1쇄 2015년 1월 출간

살아 봐야 알게 되는 것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관성 지음｜신국판 변형｜256쪽｜12,000원｜초판1쇄 2014년 12월 출간

싸워라
크레이그 그로쉘 지음｜손덕호 옮김｜국판 변형｜232쪽｜12,000원 ｜ 초판1쇄 2014년 10월 출간

약속의 땅, 아이러브 아프리카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창옥 지음｜국판 변형｜308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10월 출간

어머니
원미옥 지음｜신국판 변형｜248쪽｜12,800원 ｜ 초판1쇄 2014년 8월 출간

부흥으로 역전하라
김홍양 지음｜신국판 변형｜184쪽｜11,000원｜초판1쇄 2014년 8월 출간

기독교 도서 목록

나는 매일 거절당한다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리사 터커스트 지음｜김성웅 옮김｜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7년 9월 출간

청년이 답하다 (사랑의교회 대학부 특별 보고서)

엄장윤 지음｜사륙판 변형｜176쪽｜8,500원｜초판1쇄 2017년 7월 출간

만원의 기적 (감동과 위로, 희망과 부흥을 전하는)

홍준수 지음｜국판 변형｜216쪽｜11,200원｜초판1쇄 2017년 6월 출간

경청의 영성 (하나님 음성을 듣는 소박하고 평범한 방법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키스 앤더슨 지음｜김성웅 옮김｜국판 변형｜272쪽｜13,000원｜초판1쇄 2017년 5월 출간

예수 닮는 사람
이태근 지음｜사륙판｜204쪽｜10,000원｜초판1쇄 2016년 5월 출간

하나님을 소개하는 친구 (새신자를 위한 성경 인물 가이드)

김덕건 지음｜국판｜276쪽｜13,000원｜초판1쇄 2016년 3월 출간

사명의 사람들 1~6
황덕영 지음｜신국판 변형｜1·2·5·6권 64쪽, 3·4권 60쪽｜각 4,0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굿모닝 GoD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나영운 지음｜사륙판 변형｜236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2월 출간

기도 필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고진하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이문장 목사의 요나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문장 지음｜신국판 변형｜232쪽｜11,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선한 창조 1
황명환·강기호 외 4인 지음｜신국판 변형｜328쪽｜13,500원｜초판1쇄 2014년 11월 출간

선한 창조 2
황명환·강기호 외 4인 지음｜신국판 변형｜308쪽｜13,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동규 지음｜국판｜196쪽｜11,500원｜초판1쇄 2016년 1월 출간

현실을 이기는 복음  e - Book 유료 다운로드

황덕영 지음｜국판 변형｜292쪽｜13,000원｜초판1쇄 2015년 12월 출간

손양원의 옥중서신 73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편찬｜신국판｜404쪽｜25,000원｜초판1쇄 2015년 12월 출간

꺼지지 않는 불, 종교개혁가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동희 지음｜신국판 변형｜396쪽｜19,800원｜초판1쇄 2015년 9월 출간

바이블 컬러링북 (위대한 창조)

넥서스CROSS 편집부 편찬｜국배판 변형｜64쪽｜10,000원｜초판1쇄 2015년 8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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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일기
넥서스CROSS 편집부 엮음｜국판 변형｜104쪽｜5,000원｜초판1쇄 2012년 6월 출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유기성 지음｜국판 변형｜80쪽｜4,500원 양육지침서 132쪽｜7,000원｜초판1쇄 2009년 10월 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유기성 지음 ｜ 신국판 변형 ｜ 260쪽 ｜ 11,000원 ｜ 초판1쇄 2009년 11월 출간

성령, 그 위대한 힘 
배본철 지음｜신국판 변형｜388쪽｜14,900원｜초판1쇄 2013년 8월 출간

갓 톨드 미
짐 삼라 지음｜이상훈 옮김｜국판 변형｜320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6월 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람을 살리는 생각  
토미 뉴베리 지음｜정성묵 옮김｜사륙판｜220쪽｜11,000원 ｜ 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워십 리더
정석찬 지음｜신국판 변형｜300쪽｜12,500원 ｜ 2판1쇄 2013년 1월 출간

하나의 눈물로 핀 꽃
채송하 지음｜국판 변형｜332쪽｜13,000원｜초판1쇄 2013년 2월 출간

지혜 여행
홍성욱 지음｜신국판 변형｜304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12월 출간

보스의 옷을 벗고 리더의 눈물로 서라
조성의 지음｜신국판 변형｜248쪽｜12,000원 ｜ 초판1쇄 2012년 12월 출간

예닮 교사의 법칙  
오정호 외 10인 지음｜신국판 변형｜224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로버트 E. 콜먼 지음｜서진희 옮김｜신국판 변형｜524쪽｜17,000원｜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유기성 지음｜사륙판｜192쪽｜10,000원 ｜ 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명품 크리스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고신일 지음｜국판 변형｜204쪽｜11,000원｜초판1쇄 2012년 10월 출간

불편한 말씀의 능력
빅터 쿨리진 지음｜김명화 옮김｜신국판 변형｜360쪽｜13,000원｜초판1쇄 2012년 9월 출간

거룩한 나침반
브렌트 빌 지음｜장택수 옮김｜국판 변형｜216쪽｜10,000원｜초판1쇄 2012년 9월 출간

예수 빼고 다 바꿔라
최명일 지음｜국판 변형｜252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8월 출간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임은미 지음｜국판 변형｜236쪽｜12,000원｜초판1쇄 2012년 5월 출간

목회의 진실
숀 러브조이 지음｜김미연 옮김｜신국판 변형｜228쪽｜11,0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살아 있는 예배 매뉴얼
손재석 지음｜신국판 변형｜168쪽｜10,000원｜초판1쇄 2014년 7월 출간

쿵쿵
고진 지음｜연세대학교 의료원 엮음｜신국판 변형｜332쪽｜15,0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완전한 복
김정석 지음｜국판 변형｜248쪽｜12,5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인생은 바라봄이다
김인중 지음｜국판 변형｜232쪽｜13,000원｜초판1쇄 2014년 6월 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1・2(인도자용 포함)

장창수 지음｜사륙배판 변형｜1권 각 260쪽 13,500원｜2권 각 332쪽 14,500원(주교재), 15,500원(인도자용)｜

초판1쇄 2013년 12월/2014년 5월 출간

섭리
R. C. 스프롤 지음｜사륙판형｜224쪽｜11,000원 ｜ 초판1쇄 2014년 4월 출간

땅에서 자라는 하늘 자녀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박경이 지음｜신국판 변형｜260쪽｜13,000원 ｜ 초판1쇄 2014년 4월 출간

챔피언
박성규 지음｜국판 변형｜224쪽｜12,000원 ｜ 초판1쇄 2014년 3월 출간

마지막 사명
존 파이퍼&데이비드 마티스 외 5인 지음｜김성중 옮김｜국판 변형｜288쪽｜13,000원 ｜ 초판1쇄 2014년 3월 출간

오직 주님만 알아가는 삶 1 (인도자용 포함)

김삼환 지음｜사륙배판 변형｜각 권 204쪽｜주교재 13,000원 인도자용 13,500원 ｜ 초판1쇄 2014년 2월 출간

작은 예수의 영성 1・2 (인도자용 포함)

이영훈 지음｜신국판 변형｜1권 248쪽 2권 256쪽｜각 권 12,000원 ｜ 인도자용 동일｜초판1쇄 2014년 2월 출간

5분의 기적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선도 지음｜신국판 양장｜424쪽｜25,000원 ｜ 초판1쇄 2013년 12월 출간

성경 핵심 전과 1・2  
신현주 지음｜사륙배판｜각 권 670쪽 내외｜각 권 25,000원｜초판1쇄 2013년 10월 출간

요한의 고백
박요한 지음｜사륙판｜204쪽｜11,000원｜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애니 바이블 1・2
이양갑 글·그림｜신국배판 변형｜각 권 150쪽 내외｜각 권 11,000원｜초판1쇄 2013년 6월,10월 출간

산상수훈 구별된 삶
차희성 외 지음｜신국판 변형｜304쪽｜9,000원｜초판1쇄 2012년 12월 출간

행복한 여행
김병삼·오태현 지음｜신국판 변형｜152쪽｜9,800원｜초판1쇄 2012년 7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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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윌리엄 아서 노블 지음｜이현주 옮김｜사륙판 ｜ 388쪽 ｜ 12,500원 ｜ 초판1쇄 2011년 1월 출간

찰스 스철전 목회 광맥
송삼용 지음 ｜ 사륙판 양장 ｜ 292쪽 ｜ 13,000원 ｜ 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김병삼 지음 ｜ 신국판 변형 ｜ 236쪽 ｜ 11,000원 ｜ 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강애 외 지음｜사륙판｜292쪽｜12,800원 ｜ 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병삼 지음｜사륙판｜240쪽｜9,800원｜초판1쇄 2010년 4월 출간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임은미 지음｜국판 변형｜296쪽｜12,000원 ｜ 초판1쇄 2010년 6월 출간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라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학중 지음｜사륙판｜232쪽｜9,800원 ｜ 초판1쇄 2010년 7월 출간

비전불패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학중 지음 ｜ 국판 변형 ｜ 236쪽｜10,000원 ｜ 초판1쇄 2009년 12월 출간

믿음불패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학중 지음 ｜ 국판 변형 ｜ 212쪽 ｜ 10,000원 ｜ 초판1쇄 2009년 6월 출간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송삼용 지음 ｜ 국판 변형 ｜ 288쪽 ｜ 11,000원 ｜ 초판1쇄 2010년 3월 출간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장경동 지음｜사륙판｜228쪽｜9,800원 ｜ 초판1쇄 2010년 5월 출간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장경동 지음 ｜ 신국판 변형 ｜ 192쪽 ｜ 10,000원 ｜ 초판1쇄 2009년 9월 출간

하나님, 같이 갑시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장경동 지음｜신국판 변형｜192쪽｜10,000원 ｜ 초판1쇄 2009년 4월 출간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  2010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송삼용 지음 ｜ 신국판 변형 양장 ｜ 428쪽 ｜ 19,500원 ｜ 초판1쇄 2009년 9월 출간

편지가 왔어요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혜경 지음｜국판 변형 양장 ｜ 172쪽 ｜ 12,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만화 열방기도정보 1・2
김종두 글·그림 ｜ 크라운판 ｜ 1권 408쪽  2권 396쪽 ｜ 각 권 20,000원 ｜ 초판1쇄 2008년 12월 출간

부흥 리메이크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최이우 지음 ｜ 국판 변형 양장 ｜ 180쪽 ｜ 11,000원 ｜ 초판1쇄 2008년 10월 출간

하늘비전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최이우 지음｜국판 변형 양장｜180쪽｜11,000원 ｜ 초판1쇄 2008년 10월 출간

나쁜 목사님?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여성훈 지음｜신국판 변형｜256쪽｜9,800원 ｜ 초판1쇄 2008년 5월 출간

THE 사랑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승희 지음｜사륙판 양장｜192쪽｜11,000원｜초판1쇄 2012년 4월 출간

요한복음 3장 16절  
고신일 지음｜국판 변형｜92쪽｜12,500원(본책+DVD)｜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우리 아이 영성을 키우는 책읽기
송광택 지음｜신국판 변형｜260쪽｜13,0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가슴 뛰는 예배
스캇 브래너 지음｜신국판 변형｜208쪽｜11,000원｜초판1쇄 2012년 1월 출간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
워렌 W. 위어스비 지음｜서진희 옮김｜사륙판 변형 양장｜380쪽｜13,500원｜초판1쇄 2011년 12월 출간

엄마가 기도할게
한나기도회 엮음｜신국판 변형｜240쪽｜12,000원 ｜ 초판1쇄 2011년 11월 출간

크리스천 취업 전략서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정희석 지음｜신국판 변형｜208쪽｜11,000원 ｜ 초판1쇄 2011년 10월 출간

기도가 전부이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최명일 지음｜국판 변형｜304쪽｜12,000원 ｜ 초판1쇄 2011년 10월 출간

교회는 지금 치료중
최명일 지음｜신국판 변형｜300쪽｜12,000원 ｜ 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교회는 지금 공사중
최명일 지음｜신국판 변형｜284쪽｜12,000원 ｜ 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예수님의 목욕탕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배강환 지음｜국판 변형｜248쪽｜12,000원 ｜ 초판1쇄 2011년 8월 출간

콩나물 청년들에게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석진 지음｜국판 변형｜236쪽｜12,500원 ｜ 초판1쇄 2011년 8월 출간

사랑은 행함이다
김근수 지음｜국판 변형｜224쪽｜10,000원 ｜ 초판1쇄 2011년 8월 출간

넌 왜 사니?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박호석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2,500원 ｜ 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좋은 사람 좋은 사랑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김학중 지음 ｜ 국판 변형 ｜ 236쪽 ｜ 12,000원 ｜ 초판1쇄 2011년 7월 출간

준비된 2인자  e - Book 유료 다운로드

고신일 지음｜국판 변형｜416쪽｜14,500원 ｜ 초판1쇄 2011년 6월 출간

예수 선언  
레너드 스위트·프랭크 바이올라 지음｜장택수 옮김｜신국판 변형｜208쪽｜10,000원｜초판1쇄 2011년 4월 출간

하나님을 웃게 하는 깡통교회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박용규 지음｜신국판 변형｜276쪽｜12,0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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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종이로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입체 세상! 
종이접기 시리즈

한 권에 쏙 입체 종이접기

장난감, 동물, 탈것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사물을 멋진 그림 색종이로 만드는 종이접기 책 시리즈. 
그림 색종이를 설명에 따라 접기만 하면 입체 모양의 종이접기가 완성되며, 역할놀이 스토리 보
드와 색칠공부도 들어 있어서, 놀이와 창의력 발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장난감 나라 대모험

마리 오노 지음｜188X257｜136쪽｜13,800원(신기한 그림 색종이 60장 포함)｜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동물 나라 대모험

마리 오노 지음｜188×257｜136쪽｜13,800원(신기한 그림 색종이 60장 포함)｜초판1쇄 2018년 6월 출간

탈것 대모험

마리 오노 지음｜188×257｜152쪽｜13,800원(신기한 그림 색종이 52장 포함)｜초판1쇄 2018년 5월 출간

최현우의 종이접기 마술 놀이

최현우 지음｜188×254｜96쪽｜15,000원｜초판1쇄 2016년 4월 출간, 2판1쇄 2017년 4월 출간

세계적인 마술사 최현우가 소개하는 책을 오리고 접으면 마술이 되는 37가지 마술 놀이. 읽기만 
하는 책의 특성에서 벗어나 오리고, 색칠하고, 종이접기하는 등 체험할 수 있게 만든 매직 플레이
북이다.

종이접기 인형놀이집

후이 보운 리 지음｜박스 세트 구성｜19,800원｜초판1쇄 2016년 12월 출간

소꿉놀이와 종이접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창의력 놀이책으로 인형의 집, 종이접기 책, 패턴 색종
이를 패키지로 구성했다. 놀이를 통해 소근육 발달은 물론 색감과 창의력 발달, 정리정돈 습관까
지 기를 수 있다.

유아·아동
매일매일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바른 정보와 재미, 그리

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넥서스주니어는 어린이들의 좋은 친구입니다.

■  아기 시각을 발달시켜 주는 모빌북! 
 우리 아기 모빌북 시리즈

갓난아기부터 초점 맞추기 모빌북 우리 아기 방긋방긋 웃는 책

넥서스유아교육연구소 지음｜120×170｜6쪽｜7,800원｜초판1쇄 2009년 6월 출간

360도로 펼쳐 묶으면 모빌이 되는 초점 모빌북이다. 빛에 반응하는 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태어
나는 유아에게 검은색, 흰색처럼 명암의 대비가 또렷한 흑백 패턴을 이용해 시각 개발을 도와준
다. 아기, 물고기, 나비, 꽃, 별, 엄마 이렇게 6가지 깜찍한 모빌을 통해 사물을 주시하는 능력을 키
울 수 있다. 

3개월 아기부터 색감 발달 컬러 모빌북 우리 아기 생글생글 웃는 책

넥서스유아교육연구소 지음｜120×170｜6쪽｜9,800원｜초판1쇄 2010년 9월 출간

아기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면 강하고 밝은 색에 민감해지면서 색감과 모양을 인식한다. 알록
달록 예쁜 색 모빌북은 아기의 시각과 색감을 발달시켜 준다. 자동차, 바람개비, 나무 모양의 강하
고 밝은 색의 컬러 모빌북은  아기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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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주니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느껴지는 동화책입니다. 좌충우돌 예기치 못하는 여러 이야

기를 통해 사랑과 우정,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명작을 만나 보세요.

■  위인들의 어린 시절 서재를 들여다보는 
 꿈자람 세계명작 (전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김욱동 교수님의 해설을 곁들인 

어린이에게 꼭 맞는 손쉬운 명작 읽기

꿈자람 세계명작 (전 6권)

붉은여우 옮김│148×210│초판 1쇄 2013년 8월 10일

이 시리즈는 원작이 지닌 깊이와 감동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했다. 
또한 세계 고전 문학을 오랫동안 번역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김욱동 교수님의 
해설을 덧붙여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고 핵심 교훈을 짚어 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
해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100~200년 전의 세계 명작을 왜 읽어야 하는지,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작품이 쓰인 당시 시대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영문학 교수님의 
수준 높은 해설은 어린이들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이해력을 높이고 배경 지식을 넓혀 줄 것
이다.

1권 라퐁텐 우화        장 드 라퐁텐 지음│240쪽│11,000원

2권 안데르센 동화    한스 안데르센 지음│216쪽│11,000원

3권 그리스 로마 신화 토마스 벌핀치 지음│208쪽│11,000원

4권 탈무드              176쪽│10,000원

5권 이솝 우화 이솝 지음│168쪽│10,000원

6권 아라비안나이트    200쪽│11,000원

■  전래 아기 몸놀이를 소재로 한 창작 그림책! 
 몸놀이 그림책 시리즈 (전 2권)

아기가 몸놀이를 따라 하는 신기한 책!
리듬감 넘치는 글과 사랑스러운 그림의 만남!

달님이 달강달강 두뇌・신체 발달 몸놀이 그림책

이정임 지음｜195×185｜20쪽｜9,800원｜초판1쇄 2012년 11월 출간

3~18개월 아기에게 필요한 몸놀이를 소개하는 창작 그림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아기와 자연이 몸놀이를 하며 자란다는 고운 이야기가 
사랑스러운 그림에 담겨 있다. 도리도리, 달강달강 같은 놀잇말을 반복
하며 아기와 다양한 책 놀이를 즐겨 보자! 두뇌·신체 발달을 돕는 다섯 
가지 몸놀이 동영상을 QR 코드로 볼 수 있다.

꼬까 입고 꼬노꼬노 인지 발달 몸놀이 그림책 

이정임 지음｜195×185｜20쪽｜9,800원｜초판1쇄 2013년 4월 출간

3~18개월 아기가 하면 좋은 몸놀이를 보여 주는 창작 그림책 시리즈 
중 두 번째 책이다. 일어서려고 준비하는 아기에게 꼭 필요한 몸놀이를 
추려서 짤막한 이야기와 함께 엮었다. 닝가닝가, 부라부라, 섬마섬마 같
은 놀잇말을 반복하며 아기와 몸놀이를 함께하자! 신체·인지 발달을 
돕는 여섯 가지 몸놀이 동영상을 QR 코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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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와 야수

잔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 지음｜로버트 사부다 그림·만듦｜U&J 옮김｜210×264｜25,000원

｜초판 1쇄 2011월 8월 출간

디즈니 만화 영화로도 제작한 바 있는 감동적인 세계 명작이 정교한 입체 
그림책으로 다시 태어났다. 로버트 사부다가 각색, 일러스트, 팝업 작업
을 한 이 작품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생한 팝업으로 여자아이와 남자아
이 모두를 사로잡는다.

■  상상의 세계를 그대로 옮겼다! 

 로버트 사부다 팝업북 시리즈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환상의 세계! 

놀라운 팝업왕 

책장을 펼치면 정교하고도 풍성한 팝업이 살아 움직이듯 튀어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에 종이 위에 예쁜 집이 지어지는가 하면, 회오리바람이 휘리릭 몰아칩니다. 하트의 여

왕과 앨리스, 도로시와 오즈의 마법사, 귀여운 농장 친구들과 곤충 친구들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세귀르 명작 동화 (전 10권)

세귀르 백작 부인 지음│132×190｜초판1쇄 2013년 12월 출간

세귀르 명작 동화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대표적인 프랑스 고전 동화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0
여 년간 3,500만 부가 팔린,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고전이다. 프랑스의 대표 동화 작가인 세귀르 
백작 부인의 작품 중에서, 어린이와 부모에게 권장할 만한 대표작을 추려서 국내 최초로 10권의 
시리즈로 엮었다.  세귀르 명작 동화에는 호기심 많고 실수투성이인 소년 소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
울리며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아 재미있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또한 착하고 지혜로운 부인들의 교
육법과 가난한 집 아이나 고아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사랑과 우정, 착한 
마음, 뉘우침, 바른 교육, 질서 등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한다.  
세귀르 명작 동화 중 몇몇 편은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 
또한 프랑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영
화나 텔레비전 만화 영화로 많이 각색되어 상영되기도 했다. 

■  프랑스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국민 동화 
 세귀르 명작 동화 시리즈 (전 10권)

웃음, 재미, 감동, 교훈이 담긴 인성 교육 동화! 
프랑스 귀족의 유머와 교양이 있는 명품 고전 읽기

1권 소피는 못 말려 박선주 옮김│228쪽│10,000원

2권 착한 소녀 못된 소녀 박선주 옮김│352쪽│11,000원

3권 잊지 못할 여름 방학 이선민 옮김│368쪽│11,000원

4권 내 친구 프랑수아 박선주 옮김│356쪽│11,000원

5권 참 예쁜 아이 박선주 옮김│348쪽│11,000원

6권 사랑스러운 악동 이선민 옮김│380쪽│11,000원

7권 당나귀의 추억 이선민 옮김│368쪽│11,000원

8권 장과 자노 권은희 옮김│448쪽│11,000원

9권 수호천사의 집 박선주 옮김│344쪽│11,000원

10권 요정 이야기 박선주 옮김│288쪽│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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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주니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궁금한 것들을 쏙쏙 알려 주는 신 나는 책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풀어 주는 똑똑한 책들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지식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 보세요. 학습 능력 향상과 두뇌 계발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창의력을 키우는 초등 글쓰기 좋은 질문 642

826  VALENCIA 지음｜사륙배판 변형｜312쪽｜13,800원｜초판 2016년 7월 출간

이 책은 창의력 글쓰기 교육을 하는 826 VALENCIA가 10년 넘게 수집
한 창의적인 질문을 모아 놓은 글쓰기 책입니다. 멋지고, 재밌고, 생각을 
유도하는 642가지 질문들로 학생의 창의력이 샘솟게 하고, 어린이들에
게 최고의 글쓰기 놀이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영
감을 얻고, 스스로를 표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쓰기 실력이 한 단

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eBook 유료 다운로드

세계 대통령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

김경우 글｜허정아 그림｜175×225｜176쪽｜11,000원｜초판1쇄 2011년 7월

링컨, 처칠, 오바마, 만델라, 케네디, 나폴레옹, 대처, 루스벨트…… 세계

적인 지도자 8인을 키운 놀라운 독서 이야기를 만난다. 세계 대통령들이 

어린 시절 독서에 빠져든 계기와 감명 깊게 읽은 책, 자기 환경에 맞게 개

발한 그들만의 독서 방법을 공개한다. 그들이 읽은 책을 따라 읽고, 그들

의 독서법을 흉내 내며 훌륭한 세계 리더를 꿈꾸어 보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

최진 원작｜김경우 글｜허정아 그림｜175×225｜176쪽｜11,000원｜초판1쇄 2010년 11월

대통령들은 어릴 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우리나라 대통령 8인

이 직접 제안하는 독서법!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8명이 어린이들에

게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책으로 꿈을 키우는 법, 독서 습관을 직접 들려

준다. 평범한 어린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책과 

다양한 독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책 읽기 방법

을 엿보며 미래의 꿈을 키워 보자.

e - Book 유료 다운로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존 테니얼 그림｜로버트 사부다 만듦｜홍승수 옮김｜210×264｜33,000

원(오디오 CD 포함)｜3판 1쇄 2018월 9월 출간

루이스 캐럴의 환상적인 이야기에 로버트 사부다의 놀라운 팝업이 더해
졌다! 앨리스가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이상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을 화려
한 팝업으로 만날 수 있다. 부록으로 성우들의 오디오 CD를 제공해 동화
를 실감 나게 들을 수도 있다.

오즈의 마법사

L. 프랭크 바움 지음｜로버트 사부다 만듦｜푸른 삼나무 옮김｜210×264｜25,000원(오디

오 CD 포함)｜초판1쇄 2005년 9월 출간

세계적인 명작 《오즈의 마법사》가 로버트 사부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
다. 거대한 회오리바람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오즈의 기구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아이들에게는 장난감보다 재미난 신기
한 이야기책으로, 어른들에게는 한 권쯤 소장해 두고 싶은 예술품으로 손
색이 없다.

신데렐라

샤를 페로 지음｜매튜 레인하트 만듦｜서애경 옮김｜210×264｜25,000원(오디오 CD 포

함)｜초판1쇄 2014년 1월 출간

착한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금박과 리
본, 반짝이 천으로 꾸민 섬세한 팝업 장식과 함께 펼쳐진다. 밤 12시가 되
어 마법이 풀리기 전에 멋진 왕궁의 무도회에 함께 가 보자.

인어공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지음｜로버트 사부다 만듦｜박선주 옮김｜210×260｜25,000원(

오디오 CD 포함)｜초판1쇄 2013년 9월 출간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 <인어공주>가 환상적인 팝업북으로 만들어졌다. 인
어공주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팝업이 더해
진 안데르센의 동화를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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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능 지수 상위 2퍼센트의 사람들만 가입하는 천재 집단 ‘멘사’에

서 만든 퍼즐 책 시리즈! 퍼즐 풀이 요령과 퍼즐별 제한 시간, 난이도, 퍼즐 유형 

등을 함께 실었으며, 《멘사코리아》의 감수를 거친 정확하고 친절한 해설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능과 지능

을 확인해 보세요!

수학이 즐거워지는 두뇌 자극법 멘사 기초 퍼즐

로버트 알렌 지음｜심재관 옮김｜216×280｜104쪽｜9,500원｜3판1쇄 2015년 11월 출간

대한민국 2%, 영재 찾기에 도전하자! 멘사 퍼즐 시리즈 입문서로 멘사에서 직접 만든 148개의 흥미
로운 퍼즐을 담았다.

수학이 즐거워지는 두뇌 자극법 멘사 실전 퍼즐

캐롤린 스키트 지음｜심재관 옮김｜216×280｜104쪽｜9,500원｜3판1쇄 2015년 11월 출간

IQ 148에 도전하는 멘사 퍼즐 실전 테스트. 1권에 비해 퍼즐의 난이도가 좀 더 높다. 실전 테스트별로 
제한 시간과 연령별 통과 기준이 표기되어 있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수학이 즐거워지는 두뇌 자극법 멘사 수학 퍼즐

존 브렘너 지음｜심재관 옮김｜216×280｜120쪽｜9,800원｜3판1쇄 2015년 11월 출간

‘퍼즐’을 풀면서 수학 능력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다. 그밖에 ‘수학 영재 되는 비법’과 ‘수학 영재 되는 
게임’ ‘놀라운 수 이야기’ 등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만든다.

■  세계 영재들과 함께 풀어 보는 
 초등 영재만 푸는 멘사 퍼즐 시리즈

■  전문가 부모가 직접 쓴 생생한 직업 이야기 
 전문가 부모가 쏜다! 시리즈

쏙쏙 건강 이야기를 들려줄게

양광모 지음｜임은정 그림｜184×234｜13,500원 ｜초판 1쇄 2011년 1월 출간

의사 아빠가 의학에 관련된 총 44가지 주제를 통해서 질병 예방법과 건강 습관 등을 직접 전해 준
다. 꿈나무 의사가 알아야 할 의학 상식과 사춘기 신체 변화와 그에 관한 고민까지 해결해 준다. 그
리고 의사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는 의사가 되는 법과 꼭 필요한 소양까지 가르쳐 준다.

e - Book 유료 다운로드

똑똑 경제 이야기를 들려줄게

임나은 지음｜육선영 그림｜184×234｜13,500원 ｜초판 1쇄 2011년 3월 출간

경제 교육 전문가 엄마가 경제와 경영,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등 금융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
해 준다. 꿈나무 금융가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경제·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세계적인 부자들
의 일화를 통해 큰 부자가 되는 법도 알 수 있다. 금융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금융가가 되는 법과 
갖춰야 할 소양까지 알려 준다.

팡팡 방송 이야기를 들려줄게

김승욱 지음｜임은정 그림｜184×234｜13,500원 ｜초판 1쇄 2011년 6월 출간

KBS PD 아빠가 평소에 궁금했던 방송에 대한 이야기와 방송 상식을 들려주고 실제 방송국을 견
학하듯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자세히 가르쳐 준다. 꿈나무 방송인에게 PD·기자·아나운서·연
예인·작가가 되는 법과 갖춰야 할 소양까지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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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가기 두려워・키가 작아 속상해・코피가 나 무서워・살이 쪄서 불편해

김영삼 외 지음｜강성융 그림｜188×257｜각 권 144~208쪽｜각 권 10,000원｜개정판1쇄 2006년 12월 출간

『건강 캠프』 시리즈는 ‘몸짱’, ‘건강짱’이 되는 막강한 정보를 통해 어린이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알
려 주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길러 준다.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통해 어린이들은 더욱 씩씩하
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한 몸짱 어린이를 위한 알찬 정보 
 건강 캠프 시리즈

홀랜드 직업적성 백과사전 유망직종편(전 6권)

MBC·시랜서 기획｜한국가이던스 글 ｜구성·그림 시랜서｜188×257｜각 권 200~256쪽｜세트 180,000원(각 권 

30,000원)｜초판1쇄 2012년 8월 출간

❶ AR 예술형 ❷ SR 사회형 ❸ ER 기업형 ❹ CR 관습형 ❺ IR 탐구형 ❻ RI 실재형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진학과 진로 설계 상담 시 필요한 창의적인 직업 가이드북이다. 홀랜드 직
업 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적성별 유망 직업 300여개를 자세하게 만날 수 있다. 직업별 롤 모델과 
상세한 직업 및 진학 준비 방법 및 커리어 맵 작성법도 제공한다.

■  진학과 진로 설계의 필수 가이드북 
홀랜드 직업적성 백과사전 유망 직종편

■  처음 배우는 바둑책 시리즈 
 바둑아 놀자 (전 3권)

바둑아 놀자  기본 다지기・돌 따내기 편

오가와 토모꼬 지음 | 이남교 옮김 |153×200 | 264쪽 | 15,000원

게임의 기본을 마스터하고 상대방의 돌을 포위하라!  돌 잡기에서부터 바둑 게임의 규칙, 게임을 
끝내는 방법, 점수 계산 등 바둑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소
개한다. 상대방의 돌을 따내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게임인 바둑에서 돌을 따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바둑아 놀자  수읽기・포석두기 편

오가와 토모꼬 지음 | 이남교 옮김 |153×200 | 264쪽 | 15,000원

돌의 사활을 찾아라!  바둑은 게임의 초반 30수에서 승패가 결정이 난다. 바둑판에서 죽은 돌과 살
아 있는 돌을 찾아 어디에 돌을 놓아야 이길 수 있을지 연구하는 수읽기와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포석두기를 배울 수 있다.

바둑아 놀자  고수되기 편

오가와 토모꼬 지음 | 이남교 옮김 |153×200 | 128쪽 | 8,000원

게임의 고수가 되자! 게임의 고수가 되려면 수많은 실전 게임이 필요하다. 바둑의 기본을 모두 마
스터하고 난 뒤 실전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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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온 태교 선생님

송금례 지음｜이은영 그림｜217×237｜168쪽｜15,000원｜초판1쇄 2010년 2월 출간

이미 20만 명의 임신부들이 체험하고 극찬한 태교 프로그램! 국내 최고
의 태교 전문가 송금례 교수가 제안하는 다중 지능 태교법을 담은 책이
다. 태교의 기초부터 태담, 음악, 체조에 이르기까지 임신부들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태교법을 소개하고 있다.

태교 동화 태담 놀이

구름돌 지음｜하다연·김태은 그림｜송금례 감수｜188×170｜144쪽｜13,000원 (태교 음

악 CD 포함)｜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2판1쇄 2016년 2월 출간

태아의 감성과 두뇌를 깨우는 엄마와 아빠의 태교법을 소개한다. 태아
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구성한 31가지 다양한 이야기와 아빠와 함께하는 
16가지 태교 활동을 담았다. 세련되고 감성적인 일러스트가 글의 감동과 
재미를 한층 더해 준다. 맑은샘 태교 연구소 송금례 원장이 감수한 믿을 
만한 태교 책이다. 

임신 출산 미니 백과 

전명재 지음｜240×170｜60쪽｜9,000원｜초판1쇄 2009년 7월 출간

책상에 놓고 그때그때 확인하는 탁상용 임신 출산책이다. 예비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핵심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예비 
엄마들의 궁금증을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믿을 수 있다. 건강한 출
산을 위한 노하우를 임신 주수에 따라 캘린더를 넘기면서 간편하게 읽어 
보자. 예쁜 디자인이라 어디에 올려놓아도 잘 어울린다. 

명화 감상 미술 놀이

책아책아! 기획｜하늘벼리 정은주 지음｜217×237｜224쪽｜15,000원｜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집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명화를 감상하고 즐겁게 미술 놀이를 할 수 있
도록 구성했다. 고흐, 르누아르, 뭉크, 드가 등 세계 유명 화가의 그림 34편
을 담았다.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명화 감상법을 알려 준
다. 또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생활 재료를 통해 연령에 맞게 아
이들의 창의력이 담긴 미술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두뇌 발달 요리 놀이

박재남 지음｜217×237｜280쪽｜18,500원｜초판1쇄 2010년 12월 출간

집에서 아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요리 놀이책이다. 밥, 채소, 과일 등 10
개의 재료를 가지고 총 160가지 레시피가 들어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소
개한 모든 레시피는 어린이 전문 요리 교육 기관에서 실제로 어린이 수강
생들이 직접 체험했던 요리 활동을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 집에서도 아이
들이 쉽게 따라 하며 두뇌를 계발할 수 있다. 

그림 엄마

한젬마 지음｜162×220｜228쪽｜15,000원｜초판1쇄 2011년 5월 출간

‘그림 읽어 주는 여자’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 한젬마가 미술로 창의력 깨
우는 법을 제안한다. 4~7세 아이를 둔 엄마들을 위한 미술 생활화 노하
우를 담았다. 평범한 엄마를 위한 부담감 0%, 실천력 100%의 샘물 같은 
창의력 계발 방법과 일상 미술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 품격 있는 엄마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입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 창의적이고 똑똑한 

아이, 자유롭고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돕고 싶습니다. 넥서스주니어의 육아 

실용서와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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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방글 토끼가 우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테리 버튼 글·그림｜유시정 옮김｜210×230｜8쪽+플랩 2쪽｜6,8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방글방글 토끼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테리 버튼 글·그림｜유시정 옮김｜210×230｜8쪽+플랩 2쪽｜6,8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방글방글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요  
테리 버튼 글·그림｜유시정 옮김｜210×230｜8쪽+플랩 4쪽｜6,8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뱅글뱅글 시계 놀이 똑딱똑딱 시간 공부      
니콜라 모건 글｜데이비드 크로슬리 그림｜유시정 옮김｜315×315｜미니북 8권 각 권 14쪽｜11,000원｜초판1쇄 2008

년 12월 출간

냉장고에 착착 붙는 이유식 자석 놀이책
넥서스유아교육연구소 지음｜100×100｜보드북 3권(각 권 16쪽)+낱말 카드 12장(양면 코팅)｜12,000원｜초판1쇄 

2009년 5월 출간

자석책이랑 공부할까? 숫자・색깔・알파벳・모양

편집부 글｜조 패리 그림｜255×255｜각 권 10쪽｜각 권 9,5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우리 영웅 팝업북 만들기 1,2 (1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2 남북국 시대부터 조선까지) 

박의식 지음｜181×257｜완성 팝업북 16쪽+영웅 배우기 부록 24쪽｜각 권 11,000원(만들기 재료, 부록 포함)｜초판1

쇄 2009년 1월 출간

가장 신 나는 여행 우주 대탐험
SBS 2008 스페이스 코리아 사무국 지음｜최기혁 감수｜210×250｜136쪽｜15,000원(우주 영상 학습 DVD, 체험 공책, 

스티커, 입체 모형 로켓 포함)｜초판1쇄 2008년 8월 출간

최현우의 매직 플레이북
최현우 지음｜사륙배판(188×254)｜96쪽｜15,000원｜초판1쇄 2016년 4월 출간

우뇌 IQ 훈련북  초급편・중급편・고급편・집중력편

코다마 미츠오(우뇌 IQ 개발 전문 트레이너) 지음｜이민영·정은지 옮김｜257×182｜각 권 124쪽｜각 권 6,500원｜초판

1쇄 2006년 12월 출간

벅스 바이블 어드벤처 (전 13권)

CBSi 기획｜제프 홀더, 마크영 원작 시나리오｜마이티 구성｜신명균 감수｜각 권 176쪽｜각 권 8,800원｜초판1쇄 2007

년 4~12월 출간

사랑스런 쥬디의 이야기 성경 (전 10권)

CBSi 기획·구성｜이경택, 이은용, 성혜은 그림｜112쪽｜각 권 11,000원(성경 드라마 CD 포함)｜초판1쇄 2007년 

7~12월 출간

유아·아동 도서 목록

교실 밖 수학놀이 (전 8권) 
레이먼드 블럼 외 지음｜제프 싱클레어 외 그림｜한성숙 외 옮김｜148×197｜각 권 92~176쪽｜각 권 8,500원｜초판1

쇄 2016년 2~4월 출간

❶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G ❷ 생각이 자라는 수학G  ❸ 원리를 이해하는 수학G ❹ 아이큐를 높이는 수학G  

❺ 추리력을 길러주는 수학G  ❻ 논리력을 키우는 수학G ❼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G  ❽ 집중력을 높이는 수학G 

나도 부자 될 거다 
김유진·송혜진 글｜강성융 그림｜248×188｜196쪽｜8,500원｜초판1쇄 2003년 10월 출간

280일 태담 다이어리 
넥서스유아교육연구소 지음｜123×176｜56쪽｜1,500원｜초판1쇄 2011년 3월 출간

태교 출산 선물 세트 
<태교 동화 태담 놀이(태교 음악 CD 포함)>+<임신 출산 미니 백과>+<초점 맞추기 흑백 모빌북>+<시각·색감 발달 컬러 

모빌북>+배냇저고리+280일 태담 다이어리｜202.5×254×65｜48,000원｜개정판1쇄 2011년 3월

헬리콥터 부모는 방향을 틀어라 

손석한 글｜152×210｜208쪽｜9,800원｜초판1쇄 2007년 5월 출간

어린이 첫 해외여행서 어린이도 간다! 인조이 뉴욕・인조이 일본
정태관·맘앤아이 글·사진｜188×230｜각 권 224~244쪽(부록 48쪽)｜각 권 14,800원｜초판1쇄 2010년 10월 출간(

일본), 2011년 7월 출간(뉴욕)

학습력 대향상 훈련북 초등 성적은 전략이다 암기력 훈련북｜읽기·쓰기 훈련북

암기력 훈련북  성소연·배지수 지음｜188×240｜152쪽｜각 권 12,000원｜초판1쇄 2011년 9월 출간

읽기·쓰기 훈련북  성소연·배지수 지음｜188×240｜168쪽｜각 권 12,000원｜초판1쇄 2012년 3월 출간

위대한 유산 74434 1~3
MBC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 제작팀 지음｜마이티 그림·구성｜182×243｜208~220쪽｜각 권 9,000원｜초판1쇄 

2007년 4월~7월 출간

학교 가기 전에 꼭 풀어야 할 수학 천재 훈련북 6세・7세  
6세편  손호성 지음｜김정한 그림｜210×280｜88쪽｜7,500원(스티커, 뽐내기 카드 포함)｜초판1쇄 2009년 2월 출간

7세편  넥서스유아교육연구소 지음｜210×280｜88쪽｜7,500원(스티커, 뽐내기 카드 포함)｜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바른 한글 쓰기 삼국지 1~5
김진욱 지음｜그리머 그림｜188×254｜각 권 182쪽｜각 권 8,800원｜초판1쇄 2008년 7월 출간

방글방글 토끼의 장화가 사라졌어요
테리 버튼 글·그림｜유시정 옮김｜210×230｜8쪽+플랩 4쪽｜6,800원｜초판1쇄 2008년 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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