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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  계  획  서강  의  계  획  서
과 목 명 일어회화 (주) 강 사 명 정  강  철
강의주차  5 개월 / 20주 강의요일 월, 수 강의시간  10: 00 ~12: 00

강   의   소   개

강의목표

  먼저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본 문자인 히라가나 등을 정확히 
익혀 기초 문법을 숙지하게 하고 일본어의 토대를 튼튼하게 한다. 
   다음에, 특히 영상자료와 관광 회화 등을 많이 접하게 해서 각종 일본 자료의 이용
과 취업 등에 도움이 되게 한다. 
   끝으로 일본 문화와 관광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까지를 강의목표로 한다. 

실습 재료비

 
 •재료비  총액 : 13,800원(교재)
 •개인준비사항 : 맛있는 일본어 Level 1.   맛있는북스(문선희 저)
 

주차별 강   의   내   용
비  
고

1주: 2/6(월)  
     2/8(수)

⋅오리엔테이션
⋅1과. 「にほん(日本)？にほんご(日本語)」: 히라가나 청음 
       「기초 실용회화(보충 프린트, 인사말 등)」　　　　

2주: 2/13(월)
     2/15(수)

⋅2과. 「にほんごを もっと しろう」: 히라가나 탁음, 반탁음, 요음, 촉음, 발음, 
       장음. 「기초 실용회화(보충 프린트, 자기소개 등)」　

3주: 2/20(월)
     2/22(수)

⋅3과. 「はじめまして。イ․スジュンです」:명사문의 긍정․의문․부정문, 자기소개, 회
        화․연습․확인문제. 「기초 실용회화 (감사와 사죄 등)」　

4주: 2/27(월)
   3/6(월) 

⋅4과. 「これは 東京の おみやげです」:지시대명사, 조사の, 회화․연습․확인문제
        「기초 실용회화 (식사와 방문 등)」　

5주: 3/8(수)  
     3/13(월)

⋅5과. 「たこやきと やきそばを ください」:숫자, 서수, 회화․연습․확인문제
        「기초 실용회화 (물건 사기 등)」

6주: 3/15(수)
   3/20(월)

⋅6과. 「温泉は どこに ありますか」:존재동사, 위치표현, 회화․연습․확인문제
        「기초 생활회화 (すみません、どうも、どうぞ 등)」

7주: 3/22(수)
     3/27(월)

⋅7과. 「朝食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시간․분 표현, 조사(から, まで),회화․연
        습․확인문제 「기초 생활회화 (少々 お待ちください 등의 형태소 분석)」

8주: 3/29(수)
    4/3(월)

⋅8과. 「このコロッケはいくらですか」:숫자(1~10000), 가격표현, 회화․연습․확인
        문제 「기초 생활회화 (접두어御・お/ご의 형태소 분석과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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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주 차 강 의 내 용 비  
고

9주: 4/5(수)
             
     4/10(월)

⋅9과. 「大宰府の有名なおみやげです」:な형용사와 활용, 기본な형용사, 비교표현, 회  
       화․연습․확인문제「기초 생활회화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등의 형태소 분석)」
⋅10과. 「チャーシューが多いです」:い형용사와 활용, 기본い형용사, 연습․확인문제

10주:4/12(수)
             
     4/17(월) 

⋅11과. 「フリーパスが安くて便利ですよ」: 달․날짜․요일, な․い형용사의 연결형, 회   
       화․연습․확인문제「기초 생활회화 (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 등의 형태소 분석)」
⋅12과. 「わたしは長崎ちゃんぽんにします」:동사의 종류, ます형, ます의, ～にする.

11주:4/19(수)
             
     4/24(월)

                 ⋅Level 2(자료 사용)
⋅1과. 「復習しましょう」: step1복습 (p23～25)
⋅2과. 「週末は何をしましたか」:동사ます형의 과거형, 조사へ, つもり、予定의 차　　
　　　이.　「기초 생활회화 (ご案内いたします　등의 형태소 분석)」

자
료
이
용

12주:4/26(수)
             
     5/1(월)

⋅3과. 「会席料理はおいしかったですか」:い·な형용사의 과거형과 부사형, 조사で와 
　　　が의 쓰임. 「기초 생활회화 (お邪魔します　등의 형태소 분석)」
⋅4과. 「みなとみらい駅で会いましょう」, :권유표현, 조사から, 주의해야 할 조사

13주:5/3(수)
             
     5/8(월)

⋅5과. 「軽井沢へ遊びに行きたいです」:희망표현, .~てもいいです,  ~てばかりいる)  
       희망의조동사(~たい,~たがる). 목적의 조사に. 「기초 생활회화 (존경어와 겸  
       양어 의 소개와 ご用件、お伺いいたします。등의　형태소 분석)」.

14주:5/10(수)
             
     5/15(월)

⋅6과. 「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休みましょうか」:변화결과표현, ます형+ながら, やす   
       い, にくい, かた,  조사ので. 의사결정 표현(~にする), 「なら」의 쓰임. 「 ら  
       しい」- ①추측 ②~답다,「~んです」의 접속.

15주:5/17(수)
             
     5/22(월)

⋅7과. 「富士山の写真を撮っています」:동사의て형,~てください,~ている(진행), 추측  
       양태의「そうだ」, 동사의 의지형, 의지,표현(つもり, 予定, ~と思います).
        「ようだ」- ①비유 ②추측, 「みたいだ」추측, (고독한 미식가 영상자료). 

16주:5/24(수)
             
     5/29(월)

⋅8과. 「雪がたくさん降っていますね」: 가족호칭.⋅문법: 가정형Ⅰ(い형용사, な형  
       용사, 동사),가정형Ⅱ(ば, と, たら, なら)비교, 授受동사와 (やる, くれる,   
       もらう, ~てあげる...)와 자·타동사, 상태표현(~ている, ~てある)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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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주 차 강 의 내 용 비  
고

17주:5/31(수)
             
     6/5(월)

⋅9과. 「触ってみてもいいですか」: 본문 해설과 형태소 분석. 응용·회화연습, 
     ⋅문법: 동사의 사역형「~(さ)せる」, 사역수동형「~(さ)せられる」, 동사의 명령  
      형, 추측표현(~でしょう).

18주:6/7(수)
             
     6/12(월)

10과. 「沖縄へ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よ」:동사의た형, ~たことがある, ~たほうがい   
        い, ～た時
     ⋅문법: 동사의 수동형「~(ら)れる」- ①일반수동 ②피해수동. 「~(さ)せていた
        だく・~(さ)せてもらう」용법.
    

19주:6/14(수)
             
     6/19(월)

⋅11과. 「海でスノーケリングをしたりしました」:동사의たり형, ~たり~たりする,~て  
       から, ~し, 조수사(泊).
     ⋅문법: 생활에 자주 쓰이는 경어(존경·정중·겸양)표현.「기초 생활회화(보충 프
       린트)」.관광일어 한마디(고독한 미식가 영상자료).

20주:6/21(수)
             

 

⋅12과. 「一枚で5回分使えますよ」:동사의 가능형, ~ことができる, ~と思う표현
　　  ⋅문법: 존경어 표현「お(ご)＋ます형＋になる/くださる」, 겸양어표현「お(ご)  
        ＋ます형＋する/いたす」. 일본어로 자기소개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