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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급 1[초보자 대상] 

강좌 내용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분을 대상으로 한 입문 코스입니다. 주로 회화 연습을 통해서 초보적인 일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 전반 교과서에 따라 극히 기본적인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어로 자기 소개를 하거나 취미나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 
 

수강 대상자 

일본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분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7)”대학교의 일본어 초급 친구 (大学の日本語初級ともだ
ち )-Elementary Japanese for Academic Purposes Vol.1”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이 교과서의 1 과-
6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이 강좌에서는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지도는 행하지 않습니다. 초회 수업까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스스로 학습하여 주십시오. 예컨대 하기의 사이트에서 자습할 수 있습니다.  
 
“겐키나 지슈시쓰 GENKINA JISHUSHITSU(げんきな自習室)” 
http://genk.japantimes.co.jp/self_en 
“ONLINE NIHONGO” 
http://onlinenihongo.com 
“Learn Kana” 
http://tell.cla.purdue.edu/hatasa/KanaExercise/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genk.japantimes.co.jp/self_en
http://onlinenihongo.com/
http://tell.cla.purdue.edu/hatasa/Kana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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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급 2 
 

강좌 내용 

조금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초급 코스입니다. 주로 회화 연습을 통해서 초급 
전반의 일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 전반의 교과서에 따라서 극히 
기본적인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어로 자기 나라나 일본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기 주변 일에 대하여 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 
 

수강 대상자 

일본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 분 
레벨체크 테스트：https://forms.gle/5sJcxm3CdSMVXiyq6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7)”대학교의 일본어 초급 친구 (大学の日本語初級ともだ
ち )-Elementary Japanese for Academic Purposes vol.1”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이 교과서의 7 과-
12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5sJcxm3CdSMVXiy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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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중급 1 

강좌 내용 

초급 전반의 학습을 마친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주로 회화 연습을 통해서 초급 후반의 일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 후반의 교과서에 따라서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어로 길을 여쭤보거나 자기 나라 관습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 
 

수강 대상자 

초급 전반의 학습을 마친 분 
레벨체크 테스트 (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jZCgyt1CbbL661kP8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7)”대학교의 일본어 초급 친구 (大学の日本語初級と
もだち)-Elementary Japanese for Academic Purposes vol.2”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이 교과서의 
13 과-18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jZCgyt1CbbL661k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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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중급 2 

강좌 내용 

초급 후반의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주로 회화 연습을 통해서 초중급의 
일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 후반의 교과서에 따라서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어로 자기 경험이나 소감을 말하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간단한 구두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 
 

수강 대상자 

초급 후반의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 
레벨체크 테스트(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5ezmZwNAPdtZShvB9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7)”대학교의 일본어 초급 친구 (大学の日本語初級ともだ
ち )-Elementary Japanese for Academic Purposes vol.2”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이 교과서의 19 과-
24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5ezmZwNAPdtZShv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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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중급 1 

강좌 내용 

초중급 학습을 마친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문화적인 주제의 학습을 통해서 중급 수준의 일본어 운용능력을      습득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근거를 들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슬라이드 등을 사용하여 조사했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읽기 
 

수강 대상자 

초중급의 학습을 마친 분 
레벨체크 테스트(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UH6ujqGV57a5sNa39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5)”만남: 일본에서 배우는 유학생을 위한 중급 일본어 
교과서 
(出会い: 日本で学ぶ留学生のための中級日本語教科書)”히쓰지서방(ひつじ書房) 
이 교과서의 1 과-3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UH6ujqGV57a5sN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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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중급 2 

강좌 내용 

중급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단어, 문법, 회화 표현 학습을 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문화적인 주제의 학습을 통해서 중급 후반 수준의 일본어 운용능력을 습득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발표나 인터뷰 회화의 요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나 일본인에게 적절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읽기 
 

수강 대상자 

중급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 
레벨체크 테스트(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df98whs1z9NZ7FDL9  
 

텍스트 

도쿄외국어대학교 유학생 일본어 교육 센터(2015)”만남: 일본에서 배우는 유학생을 위한 중급 일본어 
교과서” 
(出会い: 日本で学ぶ留学生のための中級日本語教科書)”히쓰지서방(ひつじ書房) 
이 교과서의 4 과-6 과까지를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df98whs1z9NZ7FD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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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상급 1 

강좌 내용 

중급 학습을 마친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일본어나 일본 문화・사회에 관한 일반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여 상급 수준의 일본어 운용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어나 일본 문학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연설이나 구두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읽기 
 

수강 대상자 

중급 학습을 마친 분 
레벨체크 테스트(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vGSd6s34Zv1dsaWn6  
 

텍스트 

노모토 교코, 사카모토 메구미, 도쿄외국어대학교 국제 일본 연구 센터편집(2015) “일본을 다시 더듬는 
29 의 방법: 국제 일본연구 입문(日本をたどりなおす 29 の方法: 国際日本研究入門)”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주로 이 교과서의 1-2 장을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vGSd6s34Zv1dsaW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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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상급 2 

강좌 내용 

상급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코스입니다. 일본어나 일본문화・  사회에 관한 일반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여 상급 수준의 일본어 운용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이 코스 수료시에는 일본 문화나 일본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연설이나 구두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점을 두는 학습 내용 

말하기・듣기・읽기 
 

수강 대상자 

상급 학습을 조금 한 적이 있는 분 
레벨체크 테스트(테스트의 링크)： https://forms.gle/BREmtSUAGEGjamt79  
 

텍스트 

노모토 교코, 사카모토 메구미, 도쿄외국어대학교 국제 일본 연구 센터편집(2015) “일본을 다시 더듬는 
29 의 방법: 국제 일본연구 입문(日本をたどりなおす 29 の方法: 国際日本研究入門)”도쿄외국어대학교 
출판회 
주로 이 교과서의 3-5 장을 학습합니다. 
 

비고 

이 클래스에서는 수업안에서의 한자 도입 작문 활동은 행하지 않습니다. 
강사 지시에 따라서 수업전에 교과서를 예습하여 주십시오. 
 

https://forms.gle/BREmtSUAGEGjamt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