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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u 영한사전

최첨단 신조어를 비롯하여 총 22만 여개의 국내
최다 어휘를 수록한 YBM/Si-sa의 대표 영한사전

01. 대사전에 버금가는 총 22만 어휘(표제어 18만, 숙어 4만) 수록
02. 신조어는 물론 영미권 구어, 속어, 상용어 등 실용어휘 수록
03. 풍부한 활용예문, Usage(어법), 동의어·반의어·유의어 제시
04. 현대영어에 걸맞은 새로운 어의(語義) 재정리 및 보강
05. 영어와 영어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풍물과 관습 소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50년 역사의 YBM/Si-sa가

03

시사 엘리트 영한소사전
시사 엘리트 한영소사전

04

시사 엘리트 영영·한영 합본사전
시사 엘리트 영영사전

05

시사 엘리트 영어입문사전

06

시사 엘리트 초등영어사전

07

시사 엘리트 국어사전

08

시사 엘리트 여행영어사전
영어동요

09

어린이 첫 영어사전

10

영단어 600

11

I Love Voca 900
절대 영단어 Series

켜켜이 쌓은 영어학습법을
오롯이 사전에 담습니다.

ㅡ 구성: 4·6판 l 3,168면
ㅡ 가격: 비닐표지 38,000원 l 가죽표지 40,000원

e4u 한영사전

우리말을 영어다운 영어로 표현한 생활영어의
지침서로 첨단 과학 기술·IT 산업 용어 수록

01. 풍부한 활용예문을 제시하여 영작문에 유용한 가이드

12

교과부 권장 어휘 2315 영단어

02. 첨단과학, 정보통신, 경제·경영 분야의 신조어 수록
03. 활용예문에 생활영어, 실무영어 내용 대폭 추가
04. 주요 인명·지명·영문편지 쓰기 등 알찬 부록 수록
05. 표제어의 크기를 대폭 키워 가독성 극대화
ㅡ 구성: 4·6판 l 2,862면 l CD-ROM 사전 포함
ㅡ 가격: 비닐표지 39,000원 l 가죽표지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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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지난 50년 동안 영어 교육 외길을 걸어온 YBM/Si-sa가
그 동안의 노하우와 정성을 쏟아 15만 어휘를 수록

시사 엘리트 영한소사전
새로운 분야의 신조어를 포함하여 국내
최다 73,000개 어휘를 수록한 최신 영한소사전

01. 시대에 맞게 신조어를 대거 수록, 단어의 의미 대폭 추가

01. 첨단과학·정보통신·컴퓨터·환경 등 새로운 분야 신조어 수록

02. 중요 단어에는 3단계 별표 표시, 중요 동사에는 문형 표시
03. 실용성 있는 풍부한 예문과 Usage 수록으로 어휘력 향상

02. 풍부한 숙어와 구어·속어·비어·속담 및 기존 낱말의 새 어의 (語義)
추가

란을 두어 뜻이 비슷한 단어들의 차이를 해설
04. ‘유의어’

03. 주요 영문법 설명으로 사전과 문법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

05. 흥미있고 유익한 어원 및 영·미식 철자와 발음 구별 명시

04. 누구나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영한사전

ㅡ 구성: 4·6판 l 2,560면
ㅡ 가격: 비닐표지 38,000원 l 반달색인 39,000원
가죽표지 40,000원

ㅡ 구성: 3·5판 l 896면
ㅡ 가격: 19,000원

시사 엘리트 한영사전

시사 엘리트 한영소사전

즉석 영어 회화/영작문 사전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현대영어를 제시

우리말을 살아 있는 영어로 제시하여,
영어 말하기와 쓰기를 책임지는 최신 한영소사전

01. 곁에 두고 회화와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완전문장 수록
02. 틀리기 쉬운 명사의 (불)가산 여부, 관사의 유무 쉽게 해설
03. 혼동되는 동사와 전치사의 연결, 어순에 대한 상세한 설명
04.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부가자료 제시
ㅡ 구성: 4·6판 l 2,682면
ㅡ 가격: 비닐표지 38,000원 l 반달색인 39,000원
가죽표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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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회화나 영작문 작성의 길잡이가 되는 한영소사전
02. 생활영어 예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실용영어 안내
03. 틀리기 쉬운 정관사나 부정관사의 유무 알기 쉽게 해설
04. (불)가산명사, 동사·전치사·목적어의 연결 등 상세한 설명
ㅡ 구성: 3·5판 l 946면
ㅡ 가격: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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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엘리트 영한·한영 합본사전

시사 엘리트 영어입문사전

영한소사전과 한영소사전을 합본한 사전으로,
엄선된 14만 5천개의 어휘와 함께 문법 설명과
생활영어 예문을 수록

누구나 영어를 기초부터 종합적으로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만든 입문사전

01. 크기는 중사전 수준, 가격은 콘사이스 수준의 합본사전

01. 단어를 하나하나 익히는 과정에서 정확한 발음과
뜻을 제시

02. 최신 신조어를 수록하고, 어휘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추가
03. 영어회화나 영작문 작성의 길잡이가 되는 풍부한 예문 수록
04. 영어의 오용방지를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제시
ㅡ 구성: 3·5판 l 1,804면
ㅡ 가격: 비닐표지 27,000원 l 반달색인 28,000원
가죽표지 28,000원

02. 단어가 실용적으로 쓰이는 예문, 틀리기 쉬운 어법 학습
03. 단어와 관련된 영미권 문화적인 배경 정보 수록
04. 중학교 교육과정 기본어휘 995개와 실용예문 수록
ㅡ 구성: 4·6판 l 860면
ㅡ 가격: 21,000원

시사 엘리트 영영사전
영영사전을 알기 쉬운 기본 단어만으로
다시 풀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에는
우리말을 함께 수록한 영영사전

01.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해설, 어려운 어구에는 우리말 추가
02. 종전의 영영사전처럼 계속 단어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해소
03. 어휘, 어의(語義), 용례, 숙어가 풍부하게 수록된 영영사전
04. 영어회화는 물론 TOEFL, TOEIC 등 각종 영어시험
준비에 최적

미리보기
그림 사전을 실어
시각적으로 영어 단어를
확장시킨다.

ㅡ 구성: 4·6판 l 1,376면
ㅡ 가격: 비닐표지 23,000원 l 가죽표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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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엘리트 초등 영어사전

시사 엘리트 국어사전

한국 초등영어교육학회가 선정한 우수도서로서
초중등 필수어휘 1,800여 단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만든 사전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등을 적용한
최신판 국어사전으로 우리말과 글에 자부심을 갖게 함

01. 고유어, 신조어, 고어까지 망라한 15만 표제어 수록
01. 영어에 낯선 초등학생을 위해 문장과 그림을 적절히 활용

02. 외래어는 물론 우리말까지 정확한 어원을 소개

02. 교육부 선정 초등 어휘 800개, 중학교 어휘 1,000개 수록

03. 시사, 인터넷 용어, 북한어 등 최신 어휘 풍부하게 수록

03. 어린이들이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

04. 단어의 정확한 뜻풀이와 작품 속에 쓰인 용례 제시

04. 먼저 그림을 보고 영어표현을 생각한 뒤 사전의 문장 확인

05. 논술, 보고서, 자기소개서 등 각종 글쓰기의 좋은 지침서

ㅡ 구성: 신국판 l 452면
ㅡ 가격: 21,000원

ㅡ 구성: 4·6판 l 3,100면
ㅡ 가격: 비닐표지 37,000원, 가죽표지 39,000원

미리보기
재미있는 글과
그림으로 영어 단어를
쉽게 이해한다.

미리보기
단어의 뜻풀이와
쓰임새를 정확하게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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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엘리트 여행영어사전
해외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어휘를 엄선하여
영한편과 한영편으로 나누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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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어린이 첫 영어사전
귀엽고 익살스러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초등 필수 500단어를 흥미롭게 공부

01.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강력추천 초등 영어사전
01. 여행자와 대외 업무종사자들이 바로 찾아보고 활용

02. 귀엽고 익살스러운 주인공들이 새로운 단어를 소개

02. 핵심어휘 12,000개와 한영편 표제어 5,000개 수록

03. 그림 동화책을 넘겨 보듯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학습

03. 활용도가 많은 구어, 동의어, 반의어 등을 자세히 표시

04. 동물, 자연, 학교, 놀이터 등 친숙한 소재의 영단어

04. 해외 여행에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 권말 수록

05. 초등 필수 영단어 500개와 기본문장으로 초등영어 준비

ㅡ 구성: 국반판 l 268면
ㅡ 가격: 10,000원

ㅡ 구성: 128·182판 l 360면
ㅡ 가격: 10,000원

사회성, 창의성 지수 향상을 위해
미국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영어동요

미국 유치원 동요 중에서 SQ(사회성지수),
CQ(창의성지수), IQ(지능지수), EQ(감성지수)를
향상시키는 영어동요 모음

01. 영어와 금새 친해지는 마법 같은 영어동요
02. SQ, CQ, IQ, EQ를 골고루 키우는 동요집
03. 미국 어린이 애창 동요 30곡, 챈트 4곡 수록
04. 유아, 유치원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CD 제공
ㅡ 구성: 국배판 변형 l 84면 l MP3 CD 제공
ㅡ 가격: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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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단어가
저절로 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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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Voca 900

영단어 600

상위 3%를 꿈꾸는 초등생을 위한

원어민이 읽어주는 단어와 예문을 들으면서
중학 기초·필수 영단어 900개 50일 완성

매일 20개의 단어를 30일 동안 암기 챈트를
따라 부르며 쉽고 재미있게 단어를 마스터

01. 하루에 14개씩, 총 50일간 중학 기본어휘 700개 완성
02. 교과서 영단어를 분석하여 많이 출제되는 순서대로 구성

01.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상위권 학생에게 추천한 영단어

03. 3번의 반복 확인 학습이 가능한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

02. 1달간 매일 20개의 단어를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

04. 단어 성취도를 높여주는 Daily Test와 Weekly Test 수록

03. MP3 CD를 통해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 습득

05. 단어마다 예문을 싣고, 원어민이 읽은 MP3 무료제공

04. 단어를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는 암기 챈트 수록
05. 재미있고 반전 있는 만화를 통해 영숙어 암기

ㅡ 구성: I Love Voca 900(기초편): 신국판 l 240면 l 가격 6,500원
I Love Voca 900 Plus(완성편): 신국판 l 224면 l 가격 6,500원

ㅡ 구성: 국판 변형 l 284면 l MP3 CD 제공
ㅡ 가격: 10,000원

절대 영단어 Series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예문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마스터하는 중고등 영단어·영숙어

01. 중3~고3 필수 영단어와 시험에 꼭 나오는 어휘 정리
02. 수능 대비 및 고교 내신 대비 필수 단어, 숙어 수록
03. 빈출 단어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뜻풀이와 예문 제시
04. 명사, 형용사, 동사 등 품사별 어휘학습과 어법 정리

미리보기
암기 챈트로 단어
학습 전에 단어 실력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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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구성: 절대필요 영숙어 1000: 국판 변형 l 417면 l 가격 6,500원
절대입문 영단어 1100: 국판 변형 l 289면 l 가격 6,500원
절대사수 영단어 1400: 국판 변형 l 350면 l 가격 6,500원
절대우위 영단어 1900: 국판 변형 l 541면 l 가격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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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YBM 사전·영단어 주문서
사전명

2315 영단어
교과부 권장 어휘

초·중·고 교육과정 2,315개 영단어를
빈도순과 테마별로 초단기 완성
01. 교과서와 중학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수록
02. 하루 30개 필수단어를 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습
03. 표제어와 예문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단어 반복학습
04. Review Test와 Weekly Test로 어휘학습을 완전히 소화
05. 어원분석, 어휘 배경지식 등 다양한 어휘 정보 수록
ㅡ 구성: Speed(빈도순 빠른 암기용): 신국판 l 360면 l 가격 8,000원
Study(테마별 집중학습용): 신국판 l 408면 l 가격 9,500원

미리보기
빠르게 암기하고
효과적인 복습으로
단어의 쓰임까지
익힌다.

판형

면수

정가

시사 엘리트 국어사전

4·6판

3,100

37,000원

시사 엘리트 국어사전(가죽)

4·6판

3,100

39,000원

시사 e4u 영한사전

4·6판

3,168

38,000원

시사 e4u 영한사전(가죽)

4·6판

3,168

40,000원

시사 e4u 한영사전

4·6판

2,862

39,000원

시사 e4u 한영사전(가죽)

4·6판

2,862

41,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4·6판

2,560

38,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반달색인)

4·6판

2,560

39,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가죽)

4·6판

2,560

40,000원

시사 엘리트 한영사전

4·6판

2,682

38,000원

시사 엘리트 한영사전(반달색인)

4·6판

2,682

39,000원

시사 엘리트 한영사전(가죽)

4·6판

2,682

40,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ㆍ한영 합본사전

3·5판

1,804

27,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ㆍ한영 합본사전(색인)

3·5판

1,804

28,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ㆍ한영 합본사전(가죽)

3·5판

1,804

28,000원

시사 엘리트 영한소사전

3·5판

896

19,000원

시사 엘리트 한영소사전

3·5판

946

19,000원

시사 엘리트 영영사전

4·6판

1,376

23,000원

시사 엘리트 영영사전(가죽)

4·6판

1,376

25,000원

시사 엘리트 영어입문사전

4·6판

860

21,000원

시사 엘리트 초등영어사전

신국판

452

21,000원

시사 엘리트 여행영어사전

국반판

368

10,000원

스토리가 있는 어린이 첫 영어사전

4·6판

360

10,000원

I Love Voca 900(기초편)

신국판

240

6,500원

I Love Voca 900 Plus(완성편)

신국판

224

6,500원

교과부 권장 어휘 2315 영단어 Speed

신국판

408

8,000원

교과부 권장 어휘 2315 영단어 Study

신국판

360

9,500원

절대필요 영숙어 1000

국판 변형

417

6,500원

절대입문 영단어 1100

국판 변형

289

6,500원

절대사수 영단어 1400

국판 변형

350

6,500원

절대우위 영단어 1900

국판 변형

541

7,500원

국배판 변형

84

10,000원

국판 변형

284

10,000원

영어동요
영단어 600

사전은

주문부수

의 시사 엘리트 시리즈로! ______________________ 서점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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