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 TOEIC Speaking&Writing 교재 리스트
교재명

입문서

T
O
E
I
C

기본서

LC: 15,000 / RC: 13,000

꼭짓점 토익 LC / RC

토미

LC: 17,000 / RC: 18,000

김대균의 토익 공식 2000 LC / RC

김대균

LC: 17,500 / RC: 18,500

토익백서 Basic LC / RC (2nd Edition)

LC: 김소영 / RC: 박원

각 권 13,000

Alpha TOEIC Essential

박원, 이윤우

16,000

Alpha TOEIC Intensive

박원, 이윤우

16,000

토익 470점 뛰어넘기

박득우

15,000

토익 600점 뛰어넘기

박득우

16,000

Big Step TOEIC 1

김소영, 박원

13,000

Big Step TOEIC 2

김소영, 박원

16,000

토익스타 만들기 LC / RC

LC: 유수연, 함연식 / RC: 유수연, 조인희, 강진오

각 권 15,000

스마트 토익 LC / RC

LC: 홍진걸 / RC: 권오경

LC: 16,000 / RC: 17,000

U CAN 토익 LC / RC

LC: 유수연, Kai / RC: 유수연, 함연식

LC: 16,000 / RC: 17,000

ETS TOEIC Listening Prep Book

ETS

19,800

ETS TOEIC Reading Prep Book

ETS

19,800

영시강 토익 종합서 LC / RC

LC: 장광혁 / RC: 임정섭

LC: 20,000 / RC: 23,000

영시강 토익 Part 1~4 / 5ㆍ6 / 7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Part 1~4: 21,000 / Part 5ㆍ6: 18,000 / Part 7: 18,000

Part 1ㆍ2ㆍ3ㆍ4: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제임스 유

Part 1ㆍ2ㆍ3ㆍ4: 23,000

Part 5ㆍ6: 엄지섭, 박원

Part 5ㆍ6: 22,000

토익 730점 뛰어넘기

부교재

T
O
E
I
C
S
&
W
TEPS

입문서 /
기본서

가격(원)

김대균

꼭짓점 토익 Part 1ㆍ2ㆍ3ㆍ4 / 5ㆍ6 / 7(전면개정)

실전서

저자

영시강 토익 Basic LC / RC

Part 7: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제임스 유

Part 7: 22,000

박득우

16,000

영시강 토익 실전 1200 LC / RC

김대균

각 권 15,000

꼭짓점 토익 적중 실전문제집

도금선

20,000

꼭짓점 토익 적중실전 1000제 LC / RC

도금선

LC: 10,000 / RC: 11,000 / 해설집: 각 권 8,000

김대균의 토익 공식 실전문제집 LC / RC

김대균

각 권 23,000

김대균의 토익 공식 모의고사+α01~05

김대균

각 권 10,000

ETS TOEIC Test 공식문제집 vol. 1~4

ETS

각 권 15,000

Superb Elite TOEIC LC / RC (A·B형)

YBM 편집국

각 권 10,000

김대균의 토익 공식 문법편

김대균

13,000

김대균의 토익 공식 어휘편

김대균

15,000

ETS TOEIC VOCA(30일 완성)

ETS

14,000

신경향 Vocabulary 22000 2nd Edition

Harold Levine 외

22,000

영시강 TOEIC Speaking / Writing

Speaking: 이소영 / Writing: 황수연

Speaking: 25,000 / Writing: 20,000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1~4 초급

Gwen Lee

18,000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5ㆍ6 중급

Gwen Lee

18,000

ETS TOEIC Speaking / Writing Test 공식문제집

ETS

Speaking: 20,000 / Writing: 15,000

Tactics for TOEIC Speaking / Writing Test(한국어판) Grant Trew

Speaking: 20,000 / Writing: 15,000

TOEIC Speaking S

이소영 외

23,000

꼭짓점 토익 실전 Speaking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23,000

김대균의 TOEIC Speaking / Writing 실전 모의고사

김대균

각 권 10,000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7ㆍ8 실전

Gwen Lee

18,000

TOEIC Speaking & Writing 실전 모의고사 01 / 02

YBM 편집국

각 권 10,000

부교재

영시강 TOEIC Speaking Expressions

YBM 편집국

10,000

실전서

김태희 기출텝스 1200 / 800(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기출문제)

실전서

김태희

1200: 28,000 / 800: 20,000

취업 경쟁력을 높여 주는

YBM 주관 공인 테스트
| 국제공인 실용영어 능력 평가시험

| 국제공인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 평가시험

| 일본어 능력 평가시험

| 일본어 말하기 능력 평가시험

| 중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시험

| 국가공인 실용한자 평가시험

|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시험

지역 담당자
서울·온라인서점 : 김동관

Tel

C.P

E-mail

02-2000-0315

010-3761-6342

kdk1224@ybmsisa.com

경상도 : 김명룡

02-2000-0322

017-276-5258

myk@ybmsisa.com

충청도 : 정연철

02-2000-0323

010-8822-2550

ycjeong21c@ybmsisa.com

전라도 : 김주연

02-2000-0324

010-9920-0501

juyun44@ybmsisa.com

강원ㆍ경기도 : 고영노

02-2000-0364

010-7393-3972

sm2417@ybmsisa.com

www.ybmbooks.com | www.etstoeicbook.com | www.toeicblog.net | (02)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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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Map _ TOEIC / TOEIC Speaking

입문서
영시강 토익 Basic LC/RC

TOEIC

기본서

U CAN 토익 LC/RC

ETS TOEIC LC/RC

ETS TOEIC VOCA

꼭짓점 토익 LC/RC

Alpha TOEIC Essential

Alpha TOEIC Intensive

스마트 토익 LC/RC

실전서
영시강 토익 실전 1200 LC/RC

꼭짓점 토익 적중실전 1000제 LC/RC
공식 수험 Guide

입문서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1~4 초급

TOEIC
Speaking

영시강 TOEIC Speaking

기본서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5·6 중급

TOEIC Speaking S

Jump Up TOEIC Speaking
Level 7·8 실전

꼭짓점 토익 실전 Speaking

실전서

ETS TOEIC Speaking Test
공식문제집

매일 무궁무진한 토익 학습 자료와 만나세요~

YBM 홈페이지&토익블로그
www.ybmbooks.com

YBM 영어수험서의 모든 것

●

YBM 홈페이지

토익 신간
YBM의 토익 신간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료 특강
ETS TOEIC LC/RC의 동영상강의, 스마트 토익 LC/RC의 음성강의를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모든 토익 교재의 MP3 파일과 부가 학습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서문의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책의 집필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www.toeicblog.net

토익 베스트셀러 학습 콘텐츠 제공 토익블로그

●

토익 자료
매일 업데이트 되는 토익 학습 자료 받아 보시고, 토익 실전 감각 유지하세요.

●

교재 부가 자료
영시강 토익과 꼭짓점 토익의 음성강의, 추가 문제, 해설집 등의
부가 학습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영어 공부 콘텐츠
영어 뉴스, 팝송 해석, 취업 영어 등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공부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이벤트
토익블로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토익블로그를
이웃으로 등록하신 후,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똑똑한 스마트 토익 학습을 하세요~

ETS TOEIC 어플&공식카페
ETS TOEIC 어플

ETS 교재 학습부터 성적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 앱스토어, T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무료 다운로드
●

ETS 교재학습
ETS 교재 11권의 학습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동영상강의, MP3, 딕테이션,
모의고사채점, 단어장, 학습스케줄 등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

동영상 강의
ETS TOEIC LC/RC 교재의 동영상 강의(63강씩)를 제공하며,
매월 시험직전, 직후에 만나는 명강사 예비특강, 후기특강을 업데이트 합니다.

●

단어장
고사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LC/RC 시험장 어휘를 업데이트하며,
ETS TOEIC LC/RC에서 추출한 핵심 어휘도 제공합니다.

●

데일리 학습 콘텐츠
매일 별도의 교재 없이 토익 LC, RC, VOCA를 공부하면서 시험유형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토익 & 토익스피킹 Zone
시험소개 및 일정 안내는 물론, 시험접수까지 할 수 있고, 고사장을 검색하고
검색한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www.etsTOEICbook.com
●

ETS TOEIC 학습 콘텐츠 제공

ETS TOEIC 교재 무료동영상
토익 학원계의 신예스타, 미친토익 강사가 LC 21강, RC 21강으로
교재를 스피디하게 마스터해준다.

●

월화수목금토익, 학습 콘텐츠 무한 제공
보고만 있어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주옥 같은 콘텐츠
월▶LC Dictation 화▶문법 수▶어휘 목▶파트 7 금▶VJ 토익특강

●

후기특강 vs 예비특강 매월 업데이트
정기시험을 대비하는 예비특강, 정기시험을 되짚어보는 후기특강

ETS TOEIC 공식카페

TOEIC Speaking

TOEIC

TOEFL

“외국어 베스트셀러 1위! ETS 시리즈”
www.etstoeicbook.com
www.toeicblog.net
www.ybmbooks.com

토익 출제기관 ETS가 직접 문제를 출제, 분석

ETS TOEIC 공식 수험서 시리즈
TOEIC 출제기관인 ETS의 기본 학습서(LC, RC, VOCA)와 실전 문제집으로 구성된 ETS TOEIC 공식 수험서는
YBM에서 독점 출간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가장 가까운 난이도와 유형을 갖추고 있어 토익 1등 브랜드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한 토이커를 위해 ETS TOEIC 어플 제공과 ETS TOEIC 공식카페를 운영하여 토익 고득점으로 빠르게 안내합니다.

Target Score 800

기본서

ETS TOEIC Listening / Reading Prep Book
ETS 지음 | 4X6배판 | 각 권 19,800원
LC : 교재(372면) + 해설집(292면) + MP3 파일 + 딕테이션 스크립트 + 동영상 강의
RC : 교재(560면) + 해설집(184면) + MP3 파일(파트 6,7) + 동영상 강의

·TOEIC 정기시험과 동일한 ETS 성우 녹음
·ETS 출제공식에 입각한 파트별 기본기 및 고득점 전략
·방대한 ETS 실전문제 수록 (LC 15회/RC 20회 분량)
·LC 스크립트는 물론 RC 지문, 어휘까지 읽어주는 MP3 제공
·LC 딕테이션용 학습자료 별도 제공

[ ETS TOEIC 교재를 활용하는 교수 및 강사분에게 학습 콘텐츠 무한 제공 ]
ETS TOEIC 교재 어플
ETS TOEIC 교재 어플의 단어장(시험장 어휘 LC/RC, ETS TOEIC LC/RC) 등 일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TS TOEIC 공식카페 (www.etsTOEICbook.com)
공식카페의‘교무실’
에서 강의에 활용하실 수 있는 토익 파트별 유형문제, 쪽지시험용 어휘, 모의고사 풀세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NAVER ETS TOEIC Book 으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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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VOCA

TOEIC Speaking

TOEIC

·모든 토익 강의 및 스터디에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

ETS TOEIC VOCA
(30일 완성)

토익블로그
빈출표현 300 + Daily Quiz

www.toeicblog.net

ETS 지음 | 교재(448면) + CD-ROM 1개 + MP3 파일 | 국판 | 14,000원

ㆍETS의 토익 표제어와 실전형 예문으로 토익 학습 최대 효과
ㆍ토익 어휘를 주제별로 묶어 30일 스케줄로 구성
ㆍ혼동 어휘와 파트별 어구 정리로 고득점 완성
ㆍ자동암기, 예문활용, 빈출표현 등 3가지 타입의 무료 MP3 파일
ㆍ발음 듣기, 검색, 게임 기능이 수록된 학습 CD-ROM 제공

실전서

ETS TOEIC Test 공식문제집 vol. 1~4
ETS 지음 | 교재 + 해설집 + MP3 CD 1개(vol. 1은 오디오 CD 2개) + MP3 파일 | 국배판 | 각 권 15,000원

ㆍETS에서 제공한 실전 토익 문제 2회분(400문제) 수록
ㆍ최신 시험 경향에 맞춰진 문제로 실전 준비 마무리
ㆍ문제 해설에 ETS의 출제 의도를 집약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
ㆍ점수환산표를 수록하여 실제 점수 예측이 가능

YBM 영어수험서 Guide _ 5

TOEIC Speaking

TOEIC

TOEFL

www.toeicblog.net
www.ybmbooks.com

토익 핵심만 콕 찍어 맞춤형 학습

꼭짓점 토익 시리즈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콕콕 찍어주는 꼭짓점 토익 시리즈는 기본서와 파트별 실전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최다 문제 수록으로 많은 토이커들의 선택을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Target Score 800

기본서

꼭짓점 토익 LC / RC

꼭짓점 블로그
음성강의 + 웹 문제 + D-5 해설

토미 지음 | 4×6배판 | LC 17,000원, RC 18,000원

www.toeicblog.net

LC : 교재(336면) + 해설집(172면) + D-5 실전 모의고사 + 음성강의 + 보충학습용 웹 문제 + MP3 파일
RC : 교재(320면) + 해설집(184면) + D-5 실전 모의고사 + 음성강의 + 보충학습용 웹 문제

ㆍ꼭짓점 블로그에 저자직강 음성강의, 보충학습 문제 제공
ㆍ시험 5일 전에 풀어보는 실전 모의고사 5세트 별책부록

파트별 실전서

꼭짓점 토익 Part 1.2.3.4 / 5.6 / 7(전면개정)
Part 1·2·3·4 :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제임스 유 공저 | 교재(612면) + 부록(44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국배판 | 23,000원
Part 5·6 : 엄지섭, 박원 공저 | 교재(596면) + 부록(44면) | 국배판 | 22,000원
Part 7 :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제임스 유 공저 | 교재(596면) + 부록(56면) | 국배판 | 22,000원

ㆍ진단 → 실전 → 최종 테스트의 3단계 진단 및 예측 시스템
ㆍ막판 베스트 전략 부록으로 지문 유형, 재표현, 듣기, 문법, 빈출 어휘 학습

실전서

꼭짓점 토익 적중실전 1000제 LC/RC

꼭짓점 블로그
단어장 + 추가 문제 제공

www.toeicblog.net
도금선 지음 | 4X6배판
LC : 교재(172면) + 해설집(212면) + 모의고사 + 단어장 + MP3 파일 | 교재 10,000원, 해설집 8,000원
RC : 교재(312면) + 해설집(188면) + 모의고사 + 단어장 + MP3 파일 | 교재 11,000원, 해설집 8,000원

ㆍ최단기 점수 상승률 1위 도금선의 실전 테스트 10회분 수록
ㆍ온라인 부가학습 자료(모의고사, 단어장) 무료 제공
ㆍD-Day별 학습 계획에 따라 1,000제 문제풀이와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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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영어 시험에 강해지는 토익 절대강자

TOEIC Speaking

TOEIC

www.toeicblog.net
www.ybmbooks.com

영시강 토익 시리즈
영어 시험에 강해지는 문제와 학습 구성으로 이루어진 영시강 토익 시리즈는
기본서, 종합서, 파트별 실전서, 실전 모의고사 등 입문부터 실전까지 다양한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arget Score 700

입문서

영시강 토익 Basic LC / RC
LC : 김대균 지음 | 교재(288면) + 해설집(120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15,000원
RC : 김대균 지음 | 교재(320면) + 해설집(108면) | 4×6배판 | 13,000원

ㆍ토익 만점 강사 김대균이 안내하는 토익 입문의 길
ㆍ탄탄한 기본기로 어휘, 독해, 청취 실력 향상
ㆍ기본기를 다진 후 파트별 실전 평가와 최종 평가로 실력 점검
ㆍ출제 경향에 맞춘 스타 강사의 무료 토익 동영상강의 제공(www.ybmbooks.com)

실전서

영시강 토익 실전 1200 LC / RC

영시강 블로그
해설집 + 추가 학습자료 제공

www.toeicblog.net

LC : 김대균 지음 | 교재(368면) + MP3 파일 + 무료 해설집 | 4×6배판 | 15,000원
RC : 김대균 지음 | 교재(504면) + 무료 해설집 | 4×6배판 | 15,000원

ㆍ토익 실전에 강해지는 김대균의 최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ㆍ최신 기출 분석 / 최다 예상 문제 12세트 수록
ㆍETS 출제 코드 분석 후 난이도 100% 반영
ㆍ교재에 문제, 스크립트와 번역, 정답만을 실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 그 외 영사강 토익 시리즈 ]
영시강 토익 종합서 LC / RC
LC : 장광혁 지음 | 교재(360면) + 해설집(160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0,000원
RC : 임정섭 지음 | 교재(780면) + 해설집(236면) | 4×6배판 | 23,000원

영시강 토익 Part 1~4 / 5.6 / 7
Part 1~4 :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공저 | 교재(268면) + 해설집(328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1,000원
Part 5·6 :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공저 | 교재(336면) + 해설집(252면) | 4×6배판 | 18,000원
Part 7 :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공저 | 교재(364면) + 해설집(272면) | 4×6배판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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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TOEIC

TOEFL

토익 LC / RC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입문·기본서

www.ybmbooks.com

토익 기본 종합서
토익 기본 종합서인 U CAN 토익과 스마트 토익은 명강사들의 주옥 같은 해설로 토익 기본기를 다지고,
최신 경향 문제풀이로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arget Score 600

입문서

U CAN 토익 LC / RC
LC : 유수연, Kai 공저│교재(216면) + 해설집(168면) + MP3 파일│4×6배판│16,000원
RC : 유수연, 함연식 공저│교재(336면) + 해설집(104면)│4×6배판│17,000원

·500점~600점대 초급자를 위한 토익 입문서
·토익 명강사 유수연 특유의 강의 노하우가 들어간 해설
·파트별 시험에 나오는 문제유형 집중학습과 문제풀이 학습
·LC MP3 파일 무료 제공(www.ybmbooks.com)

기본서

스마트 토익 LC / RC
LC : 권오경 지음│교재(308면) + 해설집(176면) + 음성강의 + 단어장 + MP3 파일│4×6배판│16,000원
RC : 홍진걸 지음│교재(384면) + 해설집(156면) + 음성강의 + 단어장│4×6배판│17,000원

·700점을 목표로 하는 초급자들을 위한 기본서
·LC: 파트별 청취 선행학습 / Unit별 Voca Up ‘
/ 고수의 귀’
의 청취 노하우
·RC: Unit별 기본 다지기와 문법을 푸는‘생각의 순서’
/ 파트 6 어휘 문제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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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core 700

TOEFL

TOEIC Speaking

TOEIC

“대학교 교양 토익 과정을 위한 단계별 맞춤식 학습서(LC+RC 합본)”
기초부터 실전까지 집중 학습을 위한 단계별 학습서

www.ybmbooks.com

단계별 토익 학습서
Alpha TOEIC과 Big Step TOEIC 시리즈는 기초부터 중급까지 2단계로 학습을 할 수 있어 토익 공부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최신 토익 경향을 반영했으며, 문제, 지문, 어휘 등은 각 교재의 난이도를 고려해 실었습니다.

Alpha TOEIC _ Essential / Intensive
박원, 이윤우 공저 | 4×6배판 | 각 권 16,000원
Essential : 교재(340면) + 해설집(100면) + 부록(64면) + MP3 파일
Intensive : 교재(332면) + 해설집(148면) + 부록(64면) + MP3 파일

·500점과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학습서(16주 완성)
·대학강의 수업과 학생들의 복습에 편리한 구성
·파트별 Topic 학습 및 토익 출제공식으로 해설
·주제별 빈출어휘와 LC 단어장 MP3 파일 제공

교사용 학습 자료 CD (강의용으로 교수 및 강사 선생님에게 제공)
ㆍLC 문제풀이용 MP3 음성 파일
ㆍLC 전체 본문 스크립트 파일
ㆍLC 딕테이션 테스트 파일
ㆍRC 단어 테스트 파일

Big Step TOEIC 1/2
김소영, 박원 공저 | 4×6배판
1단계 : 교재(305면) + 해설집(87면) + 부록(75면) + MP3 파일 | 교재 13,000원, 테이프 10,000원(4개)
2단계 : 교재(370면) + 해설집(152면) + 부록(107면) + MP3 파일 | 교재 16,000원, 테이프 12,000원(5개)

·각 Part별 / 유형별 출제포인트 단계적 분석&완벽정리(16주 완성)
ㆍ1단계 : 500점 목표 교재, 초보자에게 필요한 단계별 훈련과 실전 응용 문제 800제 제공
ㆍ2단계 : 700점 목표 교재, 실제 TOEIC에 기반을 둔 필수 학습과 응용 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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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TOEIC

TOEFL

취업 성공을 위한 TOEIC Speaking 베스트셀러

www.toeicblog.net
www.ybmbooks.com

TOEIC Speaking 시리즈
취업과 승진 필수 자격시험인 TOEIC Speaking 대비서로
입문부터 실전까지 학습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재의 최강 라인업입니다.
각 교재에 수록된‘실전처럼 풀어보는 모의고사’CD-ROM으로 시험에 완벽 대비하세요.

Target Level 5

입문서

영시강 TOEIC Speaking
이소영 지음 | 교재(424면) + 미니북(104면) + CD-ROM 1개 | 4×6배판 | 25,000원

·스피킹의 기본기와 시험 응용력을 다질 수 있는 입문 기본서
·각 파트별 총 50개 Unit으로 구성
·파트마다 제공되는 실전문제와 CD-ROM을 통하여 시험 완벽대비
·시험장으로 가는 동안 볼 수 있는 가이드 미니북 제공

기본서

TOEIC Speaking S(Strategy & Solution)
이소영 외 공저 | 교재(468면) + 미니북(100면) + CD-ROM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3,000원

·토익스피킹의 답변 전략 및 패턴을 학습하는 기본 종합서
·6개의 각 파트마다 고득점 전략 포인트를 학습하여 실전 대비
·파트별 Actual Test 4회분과 Final Test 5회분, 총 9회분을 통한 실전 감각 훈련
·스피킹에 강해지는 추가 학습자료 다운로드(www.ybm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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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Level 7~8

TOEFL

단계별 전략서

TOEIC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입문에서 실전까지

Jump Up TOEIC Speaking
Gwen Lee 지음 | 4×6배판 | 각 권 18,000원
Level 1~4 초급 : 교재(240면) + 해설집(100면) + CD-ROM 1개 + MP3 CD 1개 + MP3 파일
Level 5·6 중급 : 교재(207면) + 해설집(148면) + CD-ROM 1개 + MP3 CD 1개 + MP3 파일
Level 7·8 실전 : 교재(191면) + 해설집(156면) + CD-ROM 1개 + MP3 파일

ㆍ단계별 집중학습과 모의 테스트로 목표 점수(Level) 도약
ㆍLevel 1~4 초급 : 말문을 트여주는 Practice와 도전 문제
ㆍLevel 5·6 중급 : 고득점을 위한 파트별 분석과 스피킹 전략
ㆍLevel 7·8 실전 : 스피킹 패턴 300으로 시험 완벽 대비

실전서

꼭짓점 토익 실전 Speaking

꼭짓점 블로그
추가 모범답안

www.toeicblog.net

서경주, 김진영, 김정원 공저 | 교재(384면) + 해설집(32면) + CD-ROM 2개 + MP3 파일 | 4×6배판 | 23,000원

ㆍ최고 적중률 문제 14회분을 수록한 토익스피킹 베스트셀러
ㆍ파트별 문제 유형별 공략법, 풍부한 활용 표현 습득
ㆍ최종 모의고사 7회분이 차례로 나오는 순차진행 CD-ROM과
무작위로 섞여 출제되는 문제은행 CD-ROM 수록
ㆍ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모범답안 꼭짓점 블로그에서 무료 다운로드

[ 그 외 TOEIC Speaking & Writing 시리즈 ]
영시강 토익 Writing / Speaking Expressions
Writing : 황수연 지음 | 교재(328면) + 미니북 + CD-ROM 1개 | 4×6배판 | 20,000원
Expressions : 편집국 지음｜교재(256면) + MP3 CD 1개 + MP3 파일｜국판 | 10,000원

ETS TOEIC Speaking / Writing Test 공식문제집
Speaking : ETS 지음 | 교재(244면) + 오디오 CD 4개 | 국배판 | 20,000원
Writing : ETS 지음 | 교재(208면) | 국배판 | 15,000원

Tactics for TOEIC Speaking / Writing Test(한국어판)

TOEIC Speaking & Writing 실전 모의고사 01 / 02
편집국 편 | 문제집(40면) + 해설집(70면) + CD-ROM 1개 + MP3 파일 | 4×6배판
각 권 10,000원

김대균의 TOEIC Speaking / Writing 실전 모의고사
김대균 지음 | 교재 + Studybook + CD-ROM 1개 | 4×6배판 | 각 권 10,000원

* ETS TOEIC Speaking _ 2012년 3월 출간 예정
* Jump Up TOEIC Speaking 개정판(Level 1~4, 5·6) _ 2012년 6월 출간 예정

Speaking : Grant Trew 지음 | 교재(164면) + 해설집(56면) + MP3 CD 1개 + MP3 파일
국배판 | 20,000원
Writing : Grant Trew 지음 | 교재(112면) + 해설집(24면) | 국배판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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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Speaking

TOEFL

하버드, 아이비리그 출신 집필진이 만든 TOEFL 만점 대비서

www.ybmbooks.com

DemiDec TOEFL iBT 시리즈
DemiDec TOEFL iBT는 하버드와 아이비리그 출신의 교육그룹 DemiDec이 만든 교재입니다.
TOEFL을 다년간 강의한 전문가들이 최고의 문제 풀이 전략과 실전에 가장 근접한 문제들을 제공합니다.

DemiDec TOEFL iBT _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DemiDec 지음 | 교재 + 해설집 + CD-ROM 1개 + MP3 파일 | 국배판 변형 | 단계 : Essential, Intensive
Essential _ RC : 348면, 21,000원 | LC : 372면, 22,000원
Speaking : 336면, 23,000원 | Writing : 332면, 21,000원

Intensive _ RC : 354면, 21,000원 | LC : 392면, 22,000원
Speaking : 344면, 23,000원 | Writing : 344면, 21,000원

ㆍDemiDec이 개발한 교재로 문제 유형별 집중 훈련과 문제풀이 전략 학습
ㆍReading :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지문 제공, 실전 문제 5세트 수록
ㆍListening : Dictation과 Note-taking 연습으로 긴 지문 요약 훈련, 실전 문제 5세트 수록
ㆍSpeaking : 실전 대비를 위해 빈출 주제와 유사한 문제 대거 수록, 실전 문제 9세트 수록
ㆍWriting : 통합형/독립형 문제 유형별로 에세이 작성 훈련, 실전 문제 10세트 수록

[ 그 외 TOEFL & TEPS 시리즈 ]
TOEFL iBT Navigator _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교재 + 부록 + CD-ROM 1개 + MP3 파일 | 4×6배판
RC : 이선욱 지음, 662면, 단어장 다운로드, 22,000원 | LC : 황수경 지음, 755면, 25,000원
Speaking : 주미정 지음, 536면, 18,000원

| Writing : 저스틴 오 지음, 572면, 22,000원

TOEFL iBT Navigator VOCA
DemiDec 지음 | 교재(560면) + 정답(40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19,500원

김태희 기출텝스 1200 / 800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기출문제)
1200 : 김태희 지음 | 문제집(236면) + 해설집(404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8,000원
800 : 김태희 지음 | 문제집(198면) + 해설집(239면) + MP3 CD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0,000원

신경향 Vocabulary 22000 2nd Edition
Harold Levine 외 공저 | 교재(516면) + 해설집(140면) + CD-ROM 1개 + MP3 파일 | 4×6배판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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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주관사 YBM의

모의 TOEIC 테스트
YBM만의 고품격 문제와 평가 분석 시스템이면 누구나 토익 고득점 달성!

1 YBM 모의 TOEIC 테스트 진행 과정
모의토익 시험지 + 답안지

테스트 응시

테스트 답안지 수거 및 채점

+ 듣기시험 자료 발송

(LC : 45분, RC : 75분)

(1주일내 결과 확인 가능)

모의토익 성적 확인

Test Result를 통한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해설

(응시 대학/학원/기업 사이트 개설)

취약점 확인 및 심층분석

(듣기 부분 재청취 가능)

2 응시대상
- TOEIC 정기시험을 대비하는 200만 토이커
- 대학교 : 평가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졸업인증,
영어경시대회, 장학생 선발 등 활용

3 YBM 모의 TOEIC 테스트 특징
- (대학, 학원, 기업 등) 실시 기관의 웹사이트를 제작해
개별 성적 조회 및 학습 지원
- (전체평균, 개별성적, 최고점, 최저점 등) 회차별 성적
비교도 실시간 조회 가능 : 응시 후 1주일 내로 신속히
성적 파악 및 오답 문제풀이 학습
YBM 모의 TOEIC 홈페이지

www.cattoeic.com/eslscat/utst

4 응시신청

성적 결과 샘플(Online Report)

YBM 영어수험서 Guide 뒷면의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 혹은 E-mail 신청(sm2417@ybmsisa.com)

토익스피킹 주관사 YBM의

모의 TOEIC Speaking 테스트(토스)
토익스피킹 고득점 및 취업 성공의 열쇠는 바로 YBM 모의 TOEIC Speaking 테스트!

1 YBM 모의 TOEIC Speaking 테스트 진행 과정
테스트 신청
(응시인원 + 수험자 학번 또는
생년월일)

테스트 준비

테스트 실시

(수험생 아이디 + 비밀번호 발급)

(11문제, 약 15분 소요)

테스트 결과

Online Report를 통한

모범답안 학습 및

(점수 및 레벨)

심층 분석 확인

본인 답안 다시 듣기

2 응시대상
- TOEIC Speaking Test 정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대기업,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생과 이직, 승진 목표 직장인

3 YBM 모의 TOEIC Speaking 테스트 특징
-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10일내
시험 결과 확인
- 총 11문제에 대한 모범 해설과 다양한 유형의 모범답안 제공
- 출제기관 ETS의 교육을 이수한 Native Rater의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
- Online Report를 통한 강점, 취약점 분석 확인 및 유형공략
학습법 제공
YBM 모의 TOEIC Speaking 홈페이지

www.cattoeic.com/testesls/utst

4 응시신청

성적 결과 샘플(Online Report)

YBM 영어수험서 Guide 뒷면의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혹은 E-mail 신청(ybmspeaking@ybmsi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