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본

교본

워크와
A네트 스!
3
일본 라이센
독점

초스피드 일본어 STEP 1, 2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Speed 회화는 물론, Speed 청취까지, 효과 빠른 <초 Speed 일본어>
당장 일본어를 쓰고 싶어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교재로,
재미있는 만화 컷으로 구성하여 쉽고 빠르게 일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ゴ ル 한눈에 볼 수 있는 필수 문형과 예문
•ダイアロ グ 재미있는 만화로 말문 트기
•アクセス 배운 표현은 꼼꼼하게 확인 & 활용
•レベルアップ 듣기까지 꽉 잡기
•ブレ クタイム 일본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
다카하시 마리코·조문희 공저 / 4·6배판 / 각권 124면 / 각권 교재 + 오디오 CD 1장 / 각권 값 세트 11,000원

초스피드 일본어 STEP 3, 4 회화
다이치 일본어 1, 2, 3, 4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원제 : 日本語 初級 1, 2
다이치 일본어 시리즈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격찬을 받은
의 공식적인 개정 후속 시리즈로 그 명성을 이어받아
『민나노 일본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교재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 초급 학습자가 즐겁고 효과적으로 공부
•단어 정리와 상세한 문형 설명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움
•실제 장면을 상정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일본어 말하기
•오디오 CD로 듣기는 물론 말하기까지 확실하게 마스터
야마자키 요시코·이시이 레이코·사사키 가오루·다카하시 미와코·마치다 게이코·도이 미쓰루 공저
4ㆍ6배판 / 1권 232면, 2권 220면, 3권 208면, 4권 200면 / 1권·2권 값 13,000원, 3권·4권 값 11,000원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56개 문형으로 중급 회화는 물론 듣기·읽기·쓰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일본어 초급과정을 마친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든 교재로, 중급 회화는 물론,
듣기·읽기·쓰기라는 언어의 4기능을 골고루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포인트 필수문형 미리보기
•Dialogue 대화문으로 필수문형 맛보기
•Sentence Pattern 알짜 예문으로 필수문형 익히기
•Challenge 필수문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Talk & Talk 필수문형으로 대화하기
•Listening & Reading 듣기와 읽기로 필수문형 다지기
•단어장 휴대하고 다니며 필수어휘 외우기
조대하, 강영부, 李左知子, 石山哲也 공저 / 4·6배판 / 각권 140면 / 각권 교재 1권 / 값 10,000원
※ 교사용 오디오 CD 제공
※ STEP 4권 출간 예정

※ 교사용 오디오 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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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

교본

오이시이 일본어 1, 2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초급 강의용 교재
처음 시작하는 초급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일본어!
•기초부터 탄탄하게 시작하는 일본어 입문서
•기본 문형에 충실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종합적인 연습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는 일본어 기초 회화의 시작
황규삼·이병만·남득현 공저 / 4·6배판 / 1권 : 교재(120면) + 쓰기노트(48면) / 값 11,000원
/ 2권 : 교재 108면 / 값 10,000원

하지메마시테 일본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기초를 확실히 다져 주는 일본어 입문서
•회화를 통해 핵심 문형 자연스럽게 익히기
•핵심 문형과 풍부한 예문 & 문제로 기초 문법 끝내기
•말하기와 듣기 코너를 통해 회화 실력 업그레이드
금종애·혼다 미호·장남호·이묘희·최영숙·윤혜영 공저 / 4·6배판 / 128면 / 교재 1권 / 값 9,500원

※ 교사용 오디오 CD 제공

교재 미리보기

신 엘리트 일본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강의용 초보자 교재
한국외국어대학 한미경 교수님이 다년간 교육 현장과 방송에서 체험하고 느낀
가장 능률적인 알짜 학습 방법을 공개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한 본문
•외우기 쉽게 정리된 각 과의 키포인트
•어떤 문형도 만들 수 있는 기본 문법 다지기
•다양하고 실용적인 예문으로 일본어 기초 쌓기
한미경 저 / 4ㆍ6배판 / 202면 / 교재 + 테이프 1개 / 값 교재 7,000원, 세트(교재 + 테이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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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

회화

“ON 종일~ 무료 동영상강의”
히라가나도 모르는 왕초보
일본어 첫걸음을 동영상으로 만나면
일본어 문법, 회화가 만만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어,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강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마스터하세요!
1. 철저히 독학자를 위해 만들어진 일본어책!
혼자서도 당당히 공부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의 목소리가 담긴
RTS 겸용 CD 및 무료 MP3 파일 & 동영상강의 무한 제공
2. 주간 학습 스케줄 제공
각자의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스케줄 제공
3. 초보자를 위한 필수 어휘 & 문형 제시
총 14과 구성으로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만을 수록
저자 : 박지현, 동영상강의 : 신선화 / 4·6배판
교재(208면) + 펜맨십(48면) + 포켓북(88면) + RTS 겸용 CD 1장 + 무료 동영상강의
/ 값 세트 13,500원

SJI 일본어 1, 2, 3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 센다가야 일본어교육연구소와 라이센스를 맺어 독점 출판!
<SJI 일본어>는 YBM이 일본에 역수출하는 회화 교재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각광받는 학습서입니다. 기본 문법을 마친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 줍니다.
•실제 상황에서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 함양
•기본 문형에 어휘를 확장시켜 반복 학습을 유도
•탄탄한 기본을 다지며 응용 회화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센다가야 일본어교육연구소 개발 / 4ㆍ6배판 / 각 단계 구성 TEXTBOOK + WORKBOOK + 한자연습장 + 테이프 2개
TEXTBOOK WORKBOOK

6

한자연습장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어 방송 최강자 박혜성 쌤의 야무진 일본어
•실생활에서 쓰는 생생한 일본어로 기초 완성
•쉽고도 재미있는 해설로 일본어 문법 완성
•총 24과로 몰아치는 일취월장 일본어
•본교재의 핵심 회화가 담긴 핸드북으로 일본어가 입에서 술술~
박혜성 저 / 4·6배판 / 교재(228면) + 소책자(100면)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3,500원

테이프

SJI 일본어 1

7,000원

4,000원

3,000원

8,800원

SJI 일본어 2

6,000원

4,000원

3,000원

8,800원

SJI 일본어 3

6,000원

4,000원

3,000원

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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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기초 놀면서 내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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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회화

워크와
A네트 스!
3
일본 라이센
독점

워크와
A네트 스!
3
일본 라이센
독점

일본어 중급 말하기 : 즐겁게 말하면서 배우는 일본어회화
테마로 익히는

스토리 일본어 15

원제 : 日本語 おしゃべりのたね

원제 : いつかどこかで

20개 테마, 40개 문형만으로 대화가 술술～!

스토리가 있는 15개의 본문&회화를 통해 중상급 일본어로 도약하자!
•스토리가 있는 본문&회화로 즐겁게 일본어 학습
•본문&회화에 등장하는 주요 문형을 통해 보다 세련된 일본어 구사 가능
•실전 테스크(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을 키움

•2-Way 인터랙티브 회화 시스템
•초급 후반에서 중급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회화 교재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20개 테마로 구성(테마별 90～120분의 학습 분량)
•JLPT/JPT/EJU에 대비할 수 있는 초중급 문형 40개 정리
•과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선택형 학습 진행 시스템

하기와라 카즈히코 저 / 4·6배판 / 200면 / 교재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2,000원

사와다 사치코·다케다 미유키·후쿠야 에리·미와 카오리 공저 / 4·6배판 / 168면 / 교재 1권 / 값 9,000원

쿠와
아루
!
일본 이센스
라
독점

일본어 회화

집중 트레이닝

원제 : 日本語集中トレ ニング

프리토킹 일본어

자유자재로 표현하기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초보자도 자연스런 회화가 가능하게 이끄는 교재
초급에서 중고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교재를 선사합니다.
이제 일본어로‘프리토킹’
하세요~!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현만을 골라 장면을 통째로 마스터하자!
•자유자재 일본어로 가는 いち, に, さん, し(一, 二, 三, 四) 프로젝트
•초급의 기본적인 문법을 마친 학습자를 위한 중급 교재
•여행 신청, 집 구하기, 장학금 정보 얻기 등 중급자라면 도전해 볼 만한
실용적인 상황 중심으로 구성
•인터뷰를 통한 장면 속 인물 분석, 이를 통한 회화 구성의 과제 달성 트레이닝
호시노 게이코·엔도 란코 공저 / 4·6배판 / 220면 / 교재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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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회화 : 인사, 허가, 권유, 감사, 상담, 조언 등 필수 생활회화를 꼼꼼히 학습
二. 트레이닝 :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 표현을 습득하고 문형을 복습
三. 리딩 : 두 단락 내외의 지문과 연습문제를 통해 독해력과 응용력 강화
四. 칼럼 : 일본 사회·문화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쌓는 코너
다카하시 마리코 저 / 4·6배판 / 152면 / 교재 + 테이프 1개 / 값 세트 11,000원

YBM 더텍스트 일본어 BOO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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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문법

와
트워크 !
네
A
3
일본 라이센스
독점
독해·청해·작문을 위한

일본어 초중급 표현 문형 59

원제 : 中級へ行こう 日本語の文型と表現 59
독해, 청해, 작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모두를 한번에 해결하고 싶은 학습자를 위한 필수 교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문법

•말해 봅시다 본문 테마 미리보기
•본문 간결한 독해문으로 필수 문형 맛보기
•새로운 문형과 표현 알짜 예문으로 필수 문형 익히기
•새로운 문형과 표현 연습 기본 & 응용연습으로 필수 문형 다지기
•청해 타스크시트 본문 듣기를 통해 청취력 향상시키기
•작문 간단한 글쓰기로 필수 문형 마스터하기

집에서 동영상강의 들으며 일본어 문법 쉽게 독학하자!

히라이 에쓰코·미와 사치코 공저 / 4·6배판 / 172면 / 교재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1,000원

교재(220면) + 포켓북(80면) + 무료 동영상강의 + 해설강의 음성파일 / 값 12,000원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기초 문법의 디딤돌이 되는 핵심 문법만을 제시
•무료 동영상강의 & 해설강의 음성파일 무한 제공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스케줄 제공
저자 : 허윤정, 동영상강의 : 박영미 / 4·6배판

와
트워크 !
네
A
3
일본 라이센스
독점

독해·청해·작문을 위한

일본어 중급 표현 문형 56

원제 : 中級を ぼう 日本語の文型と表現 56
중급 필수 문형 56개로 읽기·듣기·쓰기를 한 번에!
•중급 입문의 실력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중급 교재
•중급자가 알아야 할 56개의 필수 문형 완벽 마스터
•배운 문형을 200%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작문 문제 수록
히라이 에쓰코·미와 사치코 공저 / 4·6배판 / 160면 / 교재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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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문법 놀면서 내꺼 만들기(초중급자용)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어 문법 강의 최강자 강은서 쌤의 야무진 일본어
•총 9장으로 초중급자가 꼭 알아야 할 문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상세한 설명과 실용적인 예문을 통해 이해력 증강
•기본 실력 다지기를 통한 반복 학습
•일본어 예문을 MP3로 제작하여 시청각을 모두 활용하는 입체적인 학습 유도
강은서 저, 박혜성 감수 / 4·6배판 / 208면 / 교재 1권 / 값 9,500원

YBM 더텍스트 일본어 BOO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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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장

기타

척 보고 척 말하는 여행일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단어장

일본어 전혀 몰라도 일본 여행 떠날 수 있다!
www.ybmbooks.com

•일본 기본 정보는 물론 여행준비를 위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정리
•도착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상황별 기초표현 & 기초단어 정리
•일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본 여행 상식 수록
•일본어 문장 & 단어에 우리말 발음 표기 및 무료 MP3 파일 제공

•학습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어휘 약 1,100개를 엄선하여 수록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47개의 파트마다 주제별 삽화를 수록
•한일사전으로 대용이 가능하도록 한글 색인 수록
길미현·요네다 사치요 공저 / 4·6판 / 408면 / 교재 1권 / 셀프 암기용 셀로판지 제공 / 값 10,500원

일본어 단어장

www.ybmbooks.com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최대한 왕초보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교재!

달달 외우는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오오타케 마유미 저 / 4·6배판 / 192면 / 교재 1권 / 값 7,500원

교재 미리보기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든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톡톡 튀는 일본어 단어장!
•일본어 학습자가 꼭 익혀야 할 어휘 엄선
•테마별 주요 어휘와 생생한 일본어 예문 수록
•네이티브 음성을 통해 청취력 향상
원미령·고이데 아야 공저 / 4·6판 / 728면 / 교재 1권 /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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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JLPT

보고 듣고 쓰면서 한방에 끝내는 일본어

펜맨십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어를 처음부터 재미있게 시작하는 학습 파트너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펜맨십 교재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일본어 글자 익히기
•무료 MP3 파일로 원어민 발음 익히기
•풍부한 글자 쓰기 연습 제공
•쉬운 연습문제로 일본어 글자 완벽 마스터
YBM 일본어연구회 저 / 4·6배판 / 120면 / 교재 1권 / 값 4,500원

전원합격 일본어능력시험 시리즈 N1, N2, N3, N4
일본어 내꺼 만들기 대작전! 씽씽

주니어 일본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일본어를 시작하는 중고생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재
태양이와 함께, 씽씽 신나게 일본어 공부 시작!
•중고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
•
‘태양’
이와 함께 한 과씩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풍부한 문제 수록
•배운 문형을 활용한 게임을 즐기면서 일본어 공부하기
박혜성·혼다 미호 공저 / 4·6배판 / 교재(164면) + 쓰기노트(48면) / 값 11,000원
※ 교사용 오디오 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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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베스트 독학용 교재
이 책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독학용 교재로,
2010년 개정된 일본어능력시험을 완벽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新일본어능력시험 문제유형에 맞춰 문제 구성
•확인문제와 실전 모의테스트 2회분 제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방법 제시
•일본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문 선정
문법 : 김은영·와카바야시 와타루 공저 / 4·6배판 / 272면 / 교재 1권 / 값 12,500원(N1~N4)
문자·어휘 : 서승철·기요모토 유키코 공저 / 4·6배판 / 312면 / 교재 1권 / 값 13,000원(N1~N4)
독해 : 우치야마 마유미·유은경 공저 / 4·6배판 / 244면 / 교재 1권 / 값 12,500원(N1~N4)
청해 : 이즈미 지하루·황미진 공저 / 4·6배판 / 208면 /교재 1권 / 값 12,500원(N1~N4)

YBM 더텍스트 일본어 BOO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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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JLPT

크와
아스
!
일본 이센스
라
독점

크와
아스 스!
본
일
센
라이
독점
新일본어능력시험

파워드릴 N1, N2, N3 문자·어휘
원제 : 日本語能力試驗 策 日本語パワ—ドリル N1, N2, N3 文字·語彙
N1, N2, N3 문자·어휘 파트 총 마무리를 위한 최적의 교재

新일본어능력시험

완전공략 500제 N1, N2·N3, N4·N5
원제 : 言語知識まとめドリル にほんご500問 上級, 中級, 初級
新일본어능력시험 언어지식(문자·어휘·문법) 완전정복!

•실전과 동일한 형식의 모의테스트로 실전 완벽 대비
•틀리기 쉬운 어휘는 집중 트레이닝
• N1, N2, N3 필수 어휘 총정리
• 효율적 학습을 위한 학습 스케줄 표 제공

•언어지식 문제 유형에 딱 맞춘 500제로 구성
•하루 20분·4주간 투자로 고득점 보장
•문자·어휘·문법을 총망라해 종합적인 실력 향상
•해설 및 문제 관련 Tip 수록
•한자·품사별 어휘·문형 및 문법항목 리스트 제공

아스크 출판사업부 편저 / 마쓰우라 마리코·스즈키 켄지 감수 / 4·6배판 / 각권 88면 / 각권 교재 1권

마쓰모토 노리코·사사키 히토코 공저 / 4·6배판

/ 각권 값 5,500원

N1 252면, N2·N3 256면, N4·N5 252면 / 각권 값 10,000원

쿠와
아루 스!
본
일
센
라이
독점

절대합격 일본어능력시험 시리즈
N1, N2, N3, N4·5
원제 : 合格できる日本語能力試驗 N1, N2, N3, N4·5
실전 자신감을 키워 주는 베스트 종합대비서
최신 경향 개정문제 최다 수록
청해 시험 완벽대비 MP3 CD 제공
•일본 아마존 능시부문 베스트셀러
•연습 문제와 총 복습 문제의 2단계 구성
•최신 경향의 연습 문제로 실전 감각을 터득
•총 복습 문제(실전테스트)로 Final 마무리

新일본어능력시험

완전공략 N1, N2 종합대비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新일본어능력시험 완벽 대비서!
모의테스트 1회분 전격 수록!
독학에 강한 고득점 공략 비법 완전 공개
•완벽한 유형 분석과 실전 감각에 충실
•적중률 높은 출제 예상 문제
•부록 구성 : 모의테스트 1회분과 정답 및 해설
이종권 저 / 4·6배판 / N1 본책(220면) + 부록(모의테스트 : 100면)
/ N2 본책(208면) + 부록(모의테스트 : 88면) / 각권 값 13,000원

N1 : 이시자키 아키코·이에 미사코·우타하라 쇼코·기야마 미카·미와 미쓰코 공저 / 4·6배판 / 192면 / 교재 1권 + MP3 CD 1장
/ 값 세트 12,500원
N2 : 아사쿠라 미나미·세토구치 아야·야마모토 교코 공저 / 4·6배판 / 212면 / 교재 1권 + MP3 CD 1장 / 값 세트 12,500원
N3 : 아사쿠라 미나미·이에 미사코·야마모토 교코 공저 / 4·6배판 / 180면 / 교재 1권 + MP3 CD 1장 / 값 세트 12,500원
N4·5 : 이치카와 아야코·세토구치 아야·마쓰모토 다카시 공저 / 4·6배판 / 256면 / 교재 1권 + MP3 CD 1장 / 값 세트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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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쿠와
아루
!
일본 이센스
라
점
독

한 권으로 끝내는 일본어능력시험

문법 1급, 2급

원제 : 耳から える日本語能力試驗2級,1級文法トレ一ニング
일본어능력시험 문법, 최신 문제 수록!
기능어의 확실한 의미 분석과 충실한 예문으로 점수 향상!
오디오 CD를 통해 귀와 입으로도 문형 터득!
•각 기능어와 연관성이 있는 장면, 어휘를 고려하여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
•본문의 모든 예문에 한글 번역을 실어 학습에 편의를 도모
•적중도 높은 예상 문제 및 실전 대비를 위한 모의테스트 4회분 수록
•귀와 입으로도 문형을 익힐 수 있도록 오디오 CD 제공
안도 에리코·이마가와 카즈 공저 / 4·6배판 / 136면 / 1급 교재 1권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0,000원
/ 212면 / 2급 교재 1권 + 오디오 CD 1장 / 값 세트 11,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JPT 시리즈 450, 600, 800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단계별로 정복하는 JPT 점수대별 시리즈
JPT를 주관, 시행하는 YBM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구성한
실전 대비서의 결정판입니다. JPT 450점, 600점, 800점의 3단계로
차근차근 밟아 가다 보면 어느새 JPT 만점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각 시리즈마다 모의테스트 3회분 600문제로 구성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청해파트 스크립트 수록
•독학서로는 물론 강의용으로도 적합
YBM 일본어연구회 저 / 4·6배판 / 450점 200면, 600점 216면, 800점 228면
각권 값 교재 8,500원, 테이프 3개 14,300원, 세트(교재 + 테이프 3개) 20,000원

쿠와
아루 스!
본
일
센
라이
독점

한 권으로 끝내는

JPT 450, 600, 740 실전 뿌리뽑기

한자 1 일상생활, 2 학교생활
원제 : 漢字から ぶ語彙 1 日常生活編, 2

校生活編

한자 600자 + 어휘 2,000개로 개정 일본어능력시험
N2·N3·N4·N5를 완벽대비
•한자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든 한자 어휘 교재
•1, 2권 합쳐 총 600자의 한자, 약 2,000개의 한자 어휘를
개정 일본어능력시험 N2, N3, N4, N5의 기준 어휘 중심으로 선택
•관련 어휘와 적절한 예문이 실려 있어 그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알짜 문제와 상세한 해설로 JPT 확실하게 끝내기!
•JPT 점수대별 정복을 위한 모의고사 3회분 600문제 수록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문제집+해설집+무료로 즐기는 MP3 파일까지
450 : 오유 유키오 저·강성광 해설 / 4·6배판 / 본책(192면) + 해설집(136면)
600 : 오유 유키오 저·최지연 해설 / 4·6배판 / 본책(192면) + 해설집(144면)
740 : 오유 유키오 저·이충규 해설 / 4·6배판 / 본책(192면) + 해설집(152면) / 각권 값 12,000원

사토 야스코·미시마 아츠코·무시아케 미키·사토 세키코 공저 / 4·6배판
1권 192면, 2권 200면 / 각권 교재 1권 / 각권 값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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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JPT

JPT 완전공략 600문항 시리즈 1, 2, 3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JPT 준비는 JPT 완전공략 시리즈로 완벽대비!

JPT 답이 보이는 실전모의고사 1, 2

JPT 정기시험의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100% 반영하여 만든 실전모의고사로,
명쾌한 해설과 핵심 어휘를 수록하여 JPT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PT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 100% 반영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상세한 해설을 통해 부족한 부분 재점검

YBM 일본어연구회 저 / 4·6배판 / 1권 235면, 2권 240면, 3권 236면

1권 : 허윤정·최지연 공저 / 4·6배판 / 188면 / 교재 1권 / 값 9,000원

각권 값 교재 9,000원, 테이프 3개 11,000원, 세트(교재 + 테이프 3개) 20,000원

2권 : 이충규 저 / 4·6배판 / 188면 / 교재 1권 / 값 9,000원

JPT 기출 2000 청해, 독해
JPT 실전모의고사 1, 2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펼치는 순간 JPT 점수의 고공행진이 시작된다!
최고의 JPT 전문가가 집필한 JPT 모의테스트의 결정판으로, 엄선된 문제와
실제 JPT 시험의 Native Speaker가 녹음해 청취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또한 동종의 어떠한 교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최신 정기시험에서 뽑아낸 신선한 모의고사 2회분 400문제와 상세한 해설수록!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문제집+해설집+무료로 즐기는 MP3 파일까지
오유 유키오·최지연 공저 / 국배판 / 각권 196면 / 각권 교재 1권 / 각권 값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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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bmbooks.com

모의고사 2회분 400문제와 상세한 해설수록!

•실전과 똑같은 모의고사 3회분 600문제 수록
•JPT 전문가가 만든 적중률 높은 예상 문제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청해파트 스크립트 수록
•독학서로는 물론 강의용으로도 적합

한 권으로 끝내는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JPT 기출문제 독점 공개!!
실제 시험을 완벽분석한 최고의 JPT 종합서
•진단고사를 통해 자신의 수준 파악하기
•기출 유형분석과 풍부한 예제 풀이
•기출 어휘 정리를 통해 JPT 실력 업그레이드
•파트별 핵심 비법을 정리한 오답 노트
•실전과 동일한 형식의 최종평가 2회 수록
•저자직강 동영상강의(e4u.ybmsisa.com)
청해 : 서경원 저 / 4·6배판 / 본책(552면) + 해설집(136면) / 값 20,000원
독해 : 서경원 저 / 4·6배판 / 본책(616면) + 해설집(100면) / 값 20,000원

YBM 더텍스트 일본어 BOO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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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T

JPT 단어장

JPT 답이 보이는 1500제

청해, 1900제 독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각 파트별 출제경향 및 고득점을 위한 초강수 전략 완전 공개!
•청해 : SELF TEST(50문제) + 최상위 실전 테스트 15회(1,500문제)
•독해 : SELF TEST(50문제) + 최상위 실전 테스트 19회(1,900문제)
•청해 교재 정기시험과 동일한 Native Speaker 녹음
•저자가 직접 답해 주는 온라인 개인지도 서비스
(segasggg@hanmail.net)
청해 : 윤준호·니시무라 쿄헤이 공저 / 4·6배판 / 본책(364면) + 해설집(452면) / 값 23,000원
독해 : 윤준호 저 / 4·6배판 / 본책(388면) + 해설집(404면) / 값 22,000원

JPT 답이 보이는 단어장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JPT 기출 어휘를 알면 JPT 시험 문제없다!
•기출문제를 분석한 핵심 어휘와 자주 출제되는 단어만을 엄선
•각 파트별 주요 단어를 JPT 실전 예문과 함께 암기
•MP3 파일로 단어 암기는 물론 청취력까지 향상
이종권 저 / 4·6판 / 500면 / 교재 1권 / 값 11,000원

SJPT

한 권으로 끝내는

취업과 승진에 꼭 필요한 SJPT

매니저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JPT VOCA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www.ybmbooks.com

시험치기 코앞까지 보고 또 보는 JPT 기출 어휘 단어장의 결정판!
JPT의 고수 강성광 선생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단어 공부!
무료 MP3 파일로 청취 능력도 함께 레벨 업!

www.ybmbooks.com

SJPT로 평가받고 인사고과 점수 올리자!
•SJPT(Spoken Japanese Proficiency Test : 일본어 말하기 시험) 전략 대비서
•각 파트별 문제 유형 및 수험 전략 제시
•수준별 수험자들을 위한 단계별 모범 답안 제시
•실제 시험 모의테스트 2세트 수록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볼 수 있는 CD-ROM 수록

•1만 개 이상의 JPT 기출 어휘와 예문 총망라
•각 분야별 주요 어휘와 관련어까지 한방에 마스터
•JPT 정기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실전 예문을 풍부하게 수록
강성광 저 / 4·6판 / 636면 / 교재 1권 / 값 12,000원

YBM 일본어연구회 저 / 4·6배판 / 208면 / 교재 + CD-ROM 1장 / 값 세트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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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관 소개

駿台(순다이)는 도쿄에 본부를 둔 일본 굴지의 교육 기관으로서 1918년 동경고등수험강습회로 설립되어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총 23개의 학교와 2,000여명의 전문 교수진을 거느린 일본 최대의 학원 그룹입니다. 駿台(순다이)는 일본에서
대학(원) 진학 및 전문 기술 습득, 비즈니스 활동에서 실용적인 일본어 구사를 위한 90년 전통의 일본 최고의 교육 기관입니다. 또한
일본어 전문 학교를 설치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비즈니스를 위한 수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駐日 외국인 기업체 및 공관원들
을 위한 일본어 교육 위탁 기관으로도 그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YBM

은 ...

YBM 주관 국내 대표 일본어 시험
2012년 정기시험 일정
189회

·인터넷 접수 사이트: exam.ybmsisa.com/jpt

시험일자

인터넷 접수기간(4주)

성적 발표일

12년 1월 15일(일)

11년 11월 7일(월) ~ 12월 4일(일)

12년 1월 25일(수)
2월 29일(수)

회차
190회

2월 19일(일)

11년 12월 12일(월) ~ 12년 1월 8일(일)

191회

3월 10일(토)

11년 12월 26일(월) ~ 12년 1월 22일(일)

3월 21일(수)

192회

3월 18일(일)

12년 1월 2일(월) ~ 1월 29일(일)

3월 28일(수)

193회

4월 22일(일)

2월 6일(월) ~ 3월 4일(일)

5월 2일(수)

194회

5월 12일(토)

2월 27일(월) ~ 3월 25일(일)

5월 23일(수)

195회

5월 20일(일)

3월 5일(월) ~ 4월 1일(일)

5월 30일(수)

196회

6월 17일(일)

4월 2일(월) ~ 4월 29일(일)

6월 27일(수)

197회

7월 14일(토)

4월 30일(월) ~ 5월 27일(일)

7월 25일(수)

198회

7월 22일(일)

5월 7일(월) ~ 6월 3일(일)

8월 1일(수)

199회

8월 19일(일)

6월 4일(월) ~ 7월 1일(일)

8월 29일(수)

200회

9월 8일(토)

6월 25일(월) ~ 7월 22일(일)

9월 19일(수)

201회

9월 16일(일)

7월 2일(월) ~ 7월 29일(일)

9월 26일(수)

202회

10월 21일(일)

7월 30일(월) ~ 8월 26일(일)

10월 31일(수)

203회

11월 18일(일)

8월 27일(월) ~ 9월 23일(일)

11월 28일(수)

204회

12월 16일(일)

10월 1일(월) ~ 10월 28일(일)

12월 26일(수)

205회

12월 29일(토)

10월 15일(월) ~ 11월 11일(일)

13년 1월 9일(수)

206회

13년 1월 27일(일)

11월 12일(월) ~ 12월 9일(일)

2월 6일(수)

2012년 일정

·인터넷 접수 사이트: exam.ybmsisa.com/sjpt

회차

시험일자

인터넷 접수기간(3주)

성적 발표일

61회

12년 1월 14일(토)

11년 10월 17일(월) ~ 11월 6일(일)

12년 2월 3일(금)

62회

2월 5일(일)

11월 28일(월) ~ 12월 25일(일)

2월 17일(금)

63회

2월 18일(토)

12월 12일(월) ~ 12년 1월 8일(일)

3월 2일(금)

64회

3월 4일(일)

12월 26일(월) ~ 12년 1월 22일(일)

3월 16일(금)

65회

3월 17일(토)

12년 1월 9일(월) ~ 2월 5일(일)

3월 30일(금)

66회

4월 8일(일)

1월 30일(월) ~ 2월 26일(일)

4월 20일(금)

67회

4월 21일(토)

2월 13일(월) ~ 3월 11일(일)

5월 4일(금)

68회

5월 6일(일)

2월 27일(월) ~ 3월 25일(일)

5월 18일(금)

69회

5월 19일(토)

3월 12일(월) ~ 4월 8일(일)

6월 1일(금)

70회

6월 3일(일)

3월 26일(월) ~ 4월 22일(일)

6월 15일(금)

71회

6월 16일(토)

4월 9일(월) ~ 5월 6일(일)

6월 29일(금)
7월 13일(금)

72회

7월 1일(일)

4월 23일(월) ~ 5월 20일(일)

73회

7월 21일(토)

5월 14일(월) ~ 6월 10일(일)

8월 3일(금)

74회

8월 5일(일)

5월 28일(월) ~ 6월 24일(일)

8월 17일(금)

75회

8월 18일(토)

6월 11일(월) ~ 7월 8일(일)

8월 31일(금)

76회

9월 2일(일)

6월 25일(월) ~ 7월 22일(일)

9월 14일(금)

History
1961년

시사영어사 창립

1979년

국내 최초 자국어 영어 대사전 <시사엘리트 한영 대사전> 발행

1982년

(재)국제교류진흥회(ICF) 발족

1983년

국내 최초 전원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학원 ELS(현 YBM어학원 ELS) 개원

1985년

JPT 일본어능력시험 시행

2001년

YBM일어전문학원 개원

2004년

JPT 일본어능력시험, 국내 최초로 일본에서 시행

2006년

YBM토플전문학원 개원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말하기·쓰기 시험) 첫 시행

2007년

SJPT(일본어 말하기 시험), TSC(중국어 말하기 시험) 첫 시행

2007년 6월

일본어 전문 출판사

2011년 4월

출범

로 합병

Te le p h o n e C o n t a c t s
전국 Network
YBM/일어·중국어전문학원
종로

(02) 6273-1515

대표 (02)2267-0509

일어·중국어 전문

77회

9월 15일(토)

7월 9일(월) ~ 8월 5일(일)

9월 28일(금)

신촌

(02) 323-0509

부산

(051) 977-1515

78회

10월 7일(일)

7월 30일(월) ~ 8월 26일(일)

10월 19일(금)

강남

(02) 553-1505

대구

(053) 743-0509

서면

(051) 966-1515

79회

10월 20일(토)

8월 13일(월) ~ 9월 9일(일)

11월 2일(금)

역삼

(02) 554-0509

동성로 (053) 431-0509

80회

11월 4일(일)

8월 27일(월) ~ 9월 23일(일)

11월 16일(금)

81회

11월 17일(토)

9월 10일(월) ~ 10월 7일(일)

11월 30일(금)

YBM/어학원 ELS

영어회화·TOEIC·TOEFL

82회

12월 2일(일)

9월 24일(월) ~ 10월 21일(일)

12월 14일(금)

83회

12월 15일(토)

10월 8일(월) ~ 11월 4일(일)

12월 28일(금)

종로

(02) 2278-0509

건대

(02) 464-0509

84회

13년 1월 6일(일)

10월 29일(월) ~ 11월 25일(일)

13년 1월 18일(금)

강남

(02) 565-0509

분당

(031) 247-0509

부산

(051) 464-0509

역삼

(02) 554-0505

주안

(032) 865-0509

서면

(051) 809-0509

신촌

(02) 323-0509

부평

(032) 362-0509

대연

(051) 917-0509

영등포

(02) 2632-0509

대전

(042) 483-0509

부산대 (051) 516-0509

구로

(02) 773-0509

대구

(053) 743-0509

※ 삼성그룹 정식 도입 시험인‘SJPT 日本語 말하기 시험’
은 국내 최초의 CBT(Computer Based Test)와 MBT(Mobile Based Test) 방식을 이용한 인터뷰 형식의 일본어 테스트
※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시험안내는 홈페이지 참고(www.jpt.co.kr / www.ybmsj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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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활용

JPT 공인 특별시험 활용
•학내 활용 : 중간·기말고사 학점 반영, 졸업인증, 장학생 및 연수생 선발
•대외 활용 : 진학, 입사,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등

공인 특별시험 신청방법
•신청인원 : 담당자와 세부사항 협의
•응 시 료 : 응시인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방법 : 실시 희망일 10일 전 유선 통보(02-2280-7231~3)

YBM/어학원 e4u

동성로 (053) 431-0509

TOEIC·TOEFL·스피킹 테스트 전문

종로1관 (02) 2279-0509

종로2관 (02) 2276-0509

일본어l 대표전화 (02)2000-0154

강남

(02) 347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