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상반기 일본어 강의계획서

강의기간 2019.3.9.~ 6.15. 요일 토요일  시간 09:00~13:00

강사명 박 유 배 e-mail pargyb@hanmail.net

교과목 일 본 어 교재 「신개념일본어」입문/초급(시사일본어사)

강의수준 초급(기초부터 JLPT 3급 전후 수준) 

강의목적
 본 강좌의 주된 학습목표는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일본어 의사소통능력 및 회화구사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강의
개요

본 강좌는 일본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어휘, 문법, 
회화문형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 교육한다. 곧 (1)기초적인 어휘, 문형, 문법 등의 습득과 더불
어 이를 실제회화로 구사하는 (2)회화연습과 (3)작문과의 병행, 그리고 간단한 (4)독해능력 등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육성되도록 하며, 실생활과 연계된 다방면의 어휘를 연계하여 학습자의 관
심과 흥미를 진작하도록 한다. 또한 초기학습단계에서는 단문중심으로 정확한 여러 문장구사의 
습득에 중점을 두며, 중반이후에는 다양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복문 및 중문을 활용한 회화문장
의 학습과 습득으로 진행된다.      

주차 시 간 수업 주제 수업 내용

1 09:00~13:00  기본 인사말과 기초회화문형

(1)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인사말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회화연습하기

(2)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 회화문형 및  
   화법을 이해하고 실제 구사연습하기 

2 09:00~13:00  기본명사문과 기초의문문

(1) 기본 명사어휘를 활용한 기본 문법과 회화문형
[평서/부정/과거/과거부정/추측 등]을 습득, 구사하기 

(2) 기초 명사문을 활용한 의문문 익히기 

3 09:00~13:00  대명사 및 기초 조수사 관련회화
(1)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용한 지시/인칭대명사 익히기 

(2) 여러 조수사와 관련된 회화문 익히기

4 09:00~13:00  기초형용사 및 관련 화법
(1)일상/의사소통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  및  회화문장 구사  

(2)기초형용사어휘를 활용한 문법 습득과 회화문형 익히기

5 09:00~13:00  기초 형용동사 및 관련 화법
(1)다양한 기초형용동사 어휘 익히기와 회화문장 구사하기

(2)기본회화문형[평서/부정/과거/과거부정/추측 등]익히기

6 09:00~13:00  동사의 ます형문법과 회화 문형
(1)실생활 속 기본 동사어휘와 ます형 문법 익히기

(2)여러 ます형 회화문형[소망/과거/부정/미래 등]구사하기

7 09:00~13:00
동사 기본형문형을 활용한 문장구사 (1)다양한 동사어휘 익히기와 보통체문장 구사하기

*중간 평가 (2)의지/추측/전문 표현 익히기

8 09:00~13:00  품사별 변화표현과 부사화 
(1)품사별 변화표현과 문법/문형 익히기

(2)형용사의 부사화 표현 익히기



주차 시 간 수업 주제 수업내용

9 09:00~13:00  가정/조건 표현
(1)품사별 가정/조건 문법/문형 익히기

(2)가정/조건표현구절을 활용한 회화문장연습

10 09:00~13:00  동사의 て형문법 및 관련 회화문형
(1)동사의 て형 문법과 회화문형 익히기

(2)의뢰 및 금지 허용표현 익히기

11 09:00~13:00  동사의 て형과 현재진행 및 
상태표현

(1)동사의 현재진행표현 회화구사연습하기

(2)동사의 과거표현과 과거부정표현 익히기

12 09:00~13:00  동사의 과거경험표현과 충고표현
(1)て형과 동사의 보통체 과거표현 익히기

(2)て형과 연계된 과거경험/충고 표현 구사하기 

13 09:00~13:00  동사의 가능형표현과 회화문형
(1)동사의 가능형 문장 익히기

(2)가능형을 활용한 여러 회화문장 구사하기

14 09:00~13:00  동사의 ない형문법과 관련회화문형
(1)ない형 문법 익히기

(2)ない형 활용한 금지/의지/충고 표현 구사연습

15 09:00~13:00
 동사의 자동사 및 타동사 관련표현 (1)자동사를 활용한 회화문장 익히기

 *기말 평가 (2)타동사를 활용한 회화문장 익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