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급 일본어 종합반(1단계: 초중급 일본어 다지기)

* 교재
주교재 : 교수편집 교재
부교재 : 워크북(강의실 배부), ppt, 동영상 등

* 수강 대상자
1. ます형과 て형 정도를 학습한 자면 누구나 수강가능.

* 강의개요 및 목표
1. 다양한 일본어 문장(J-POP, 에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시, 소설, 시사문, CM
등)을 초중급 단계별로 접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미있고 야무
지게 일본어 실력을 다질 수 있다.
2. 읽기와 쓰기, 듣고, 말하기 등 균형잡힌 일본어 학습을 실시하여 일본어에 자신
감을 얻도록 훈련한다.
3. 필수 핵심 일본어 문형 패턴 및 단어장을 교수 편집 교재로 제공한다.

* 학습 내용
1. 본 강의에서는 사용하는 일본어 어휘는 JLPT N3~5, JPT 450~550점 정도에 해
당한다.
2. 단계별로 구성된 다양한 일본어 문장을 4영역(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구
사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중급 일본어 종합반 2단계
2. 시험 대비반(JPT550~600점, JLPT N3, SJPT시험반)

말하기 집중훈련반 (1단계)

* 교재
1.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 일본어 핵심 문형 교재(교수 편집)
2. 주제별 일본어 단어 암기장 (강의실 배부)

* 수강 대상자
일본어 말하기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

* 강의개요 및 목표
1. 체계적인 말하기 훈련으로 단기간 실전 대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일본어 말하기 핵심 문형을 기초부터 초중급까지 주제별, 품사별로 나누어 집중
적으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킨다.
3. 주제별로 일본어 단어 암기 및 말 만들기 훈련으로 말하는 재미와 자신감을 증
폭시킨다.
3. 일본어 말하기 능력시험(SJP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다.

* 학습 내용
1. 말하기 핵심 문형(선별된 100개의 핵심문형) 훈련
2. 주제별 일본어 단어 암기(1000개) 및 말 만들기 훈련
3. 일본어 말하기 능력시험(SJPT) 기출 문제로 실전 말하기 훈련.
4. 수강생 희망시, 일본인과의 실전 회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말하기 집중 훈련반 (2단계)
2. 시험 대비반(JLPT N3)
3. 중급 일본어 종합반

말하기 집중훈련반 (2단계)

* 교재
1.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 일본어 핵심 문형 교재(교수 편집)
2. 주제별 일본어 단어 암기장 (강의실 배부)

* 수강 대상자
일본어 말하기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

* 강의개요 및 목표
1. 체계적인 말하기 훈련으로 단기간 실전 대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일본어 말하기 핵심 문형을 초중급에서 중고급까지 주제별, 품사별로 나누어 집
중적으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킨다.
3. 주제 및 상황별 일본어 단어 암기와 말 만들기 훈련으로 말하는 재미와 자신감
을 증폭시킨다.
3. 일본어 말하기 능력시험(SJPT)의 중급 이상의 실력을 다질 수 있다.

* 학습 내용
1. 말하기 핵심 문형(선별된 200개의 핵심문형) 훈련
2. 주제 및 상황별 일본어 단어 암기장(2,000개) 및 말 만들기 훈련.
3. 일본어 말하기 능력시험(SJPT) 기출 문제로 실전 말하기 훈련.
4. 수강생 희망시, 일본인과의 실전 회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실전 말하기반 (1단계)
2. 중고급 일본어 종합반(2단계)
3. 시험 대비반(SJPT시험반 혹은 JLP 6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