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께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게재 내용에 관한 사과의 말씀
평소 당사의 서적 및 콘텐츠를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의 내용 중,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
예문으로

게재되어 있어, 교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쾌감을 안겨드리고

폐를 끼친 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물론 당사도 결코 DV 나 폭력을 정당화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문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응이 늦어진 점 또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당 게재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

해당 서적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영어・중국어・한국어판 및 영어・베트남어판）


ISBN：978-4-87217-766-4（영・중・한국어판）／978-4-87217-962-0（영미판）



（영・중・한국어판） 초판 제 1 쇄(2010 년 10 월 31 일 발행)부터 초판 제 14 쇄(2021 년 11 월 5 일
발행)



◼

（영미판) 초판 제 1 쇄(2015 년 10 월 28 일 발행)부터 초판 제 7 쇄(2022 년 2 월 25 일 발행)

해당 페이지

➢ p.80（２페이지에 첨부）

➢

p.81（3 페이지에 첨부）


◼
➢

「제 5 주 일기나 소설 읽기」 「3 일째 가족①」의 「연습」의 회화문 및 선택 항목
「제 5 주 일기나 소설 읽기」 「３일째 가족①」의 「문제」의 문장 및 보기 항목

발행의 경위 및 향후 대응
2022 년 11 월 현재, 2010 년 당시 당사에 근무했던 편집부원이 전원 퇴직하여, 당시 어떤 상황에서
발행을 하였는지, 제작 중에 적절한 검토 및 체크는 왜 없었는 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부의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재로서 적절한 내용인지, 독자 여러분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없는지 제작 단계부터 다수의 직원이 검토 확인하는 체제를 구성하여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는 앞으로 반년 이내에 중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재확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정 출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80 및 p.81 의 내용은 모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일본어 총정리 시리즈의 모든 서적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조속히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용해 주시는 서적인 「일본어 총정리」 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정해지면, 재차 당사 웹 사이트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 년 11 월 7 일
주식회사 아스크 출판 일본어 편집부

1

（첨부 자료）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p.80

2

（첨부 자료）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p.8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