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상반기 공무원 대상 일본어 강의계획서 (15주)

교과목 초급상/중급 일본어회화 강의시간 9-13시 요일 토

강사명 이 금 주 이메일 kumju2015@naver.com

교재 
- 강의자료
- 주교재는 개강 후 정확한 수준 파악 후 정함

강의 
수준

일본어 읽기, 쓰기가 가능한 기초 학습이 있는 경험자로 주요문법과 일상생활 표현을 
확실히 다지고 일본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고 싶은 학습자

강의
목적

본 강의는 초급단계의 학습자가 중급단계의 실력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인
과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발음 및 살아있는 표현 등을 다
양한 활동을 통해 몸에 익혀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발화할 수 있는 실력향상을 도모한
다.    

강의
개요

일상회화에 필수적인 빈도 높은 주요구문과 기본 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효과적
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는 습관을 기른다. 개인적, 일반적인 흥미에 대
한 일문문화 컨텐츠를 수업에 활용하여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힌다. 다양한 
장면 활동의 대화 역할연습을 통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주별

수업

계획

주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1  첫대면 인사표현 및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와 가족소개
  첫 대면시 매너, 첫인상, 성격 ,취미에 
  관한 표현

2  형용사, 동사 정리와 관련 회화  
 맛, 감정 등에 대한 표현 및 동사 이해의
 회화표현
 하루의 일과/1주일 스케쥴 대한 회화연습

3  주요조사와 동사 활용 및 회화
 조사의 바른 사용법과 동사를 활용 이해    
 (정중형, 기본형)

 좋고 싫음에 대한 회화연습

4  동사의 음편형 과거형 및 회화
 관련된 다양한 문형 연습 및 일의 순서표현,

 일기
 희망사항, 체험에 대한 회화연습

5  부정형 및 표현연습 및 회화
 부정형과 접속하는 여러 표현문형 연습
 일본의 연중행사와 문화에 대한 회화연습 

6  가능표현과 표현연습 및 회화
 가능표현의 장면별 연습
 학창시절, 데이트에 대한 회화연습

7  의지표현과 표현연습및 회화
 의지표현의 장래희망 표현
 일본의 방송채널에 대한 회화연습

8
중간고사(지필/구두테스트) 

추측과 양태 전문 표현
 중간고사 
 추측표현 및 길안내 회화연습



주별

수업

계획

주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9
 사역,수동,사역수동 표현 및 
 회화

 사역, 수동의 장면별 표현 연습
 쇼핑에 대한 회화 연습

10
 자/타 동사와 표현연습 및     
 회화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이해와 장면 연습
 회식자리, 식사자리에 대한 회화연습

11  경어사용 표현연습 및 회화
 기본적인 경어 사용 연습
 약속에 대한 비즈니스 회화 연습

12  N3단계의 중요 표현및 회화
 복합동사, 조동사 등의 표현연습
 요리에 관한 회화연습

13  N2단게의 중요 표현및 회화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문형연습
 실패담, 성공담 사례에 대한 회화연습

14  쉬운 NHK기사 및 프리토킹
 쉬운 N2,N3 단계의 기사 읽기와 관련 토픽에
 대한 회화 연습

15
 기말고사(지필/구두테스트)

 쉬운 NHK 기사 및 프리토킹 

 기말 고사
 쉬운 N2,N3 단계의 기사 읽기와 관련 토픽에
 대한 회화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