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회화(1단계)

* 교재 

주교재 : 일본어뱅크 톡톡 도모다찌 STEP1 (동양북스) 

부교재 : 워크북(강의실 배부), ppt, 동영상 등

* 강의개요 및 목표 

1. 일본어의 첫걸음인 일본어 문자(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서 시작하여, 기초적인 

회화표현(자기소개, 인사, 가격,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과 명사와 형용사를 활용한 

회화 문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한다. 

2. 기초 어휘(JLPT N4,5)를 활용하여 간단한 일본어표현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한

다. 

3. 다양한 일본어표현(동요, 가요, 동화, 옛날이야기 등)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4. 일본어의 독특성을 이루는 일본문화에 관한 이해도 함께 높인다.   

5. 수강생 희망시, 일본인과의 실전 회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 내용

1.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의 학습.

2. 일본어의 기초적인 회화표현(인사, 숫자, 가격, 전화번호, 시간, 생년월일, 

날짜 등)의 학습.

3. 명사문장과 형용사문장의 활용(현재 긍정, 부정, て형). 

4.  다양한 일본어표현(동요, 가요, 동화, 옛날이야기 등)



일본어회화(2단계)

* 교재 

주교재 : 일본어뱅크 톡톡 도모다찌 STEP2 (동양북스) 

부교재 : 워크북(강의실 배부), ppt, 동영상 등

* 강의개요 및 목표 

1. 일본어회화 1단계를 통해 명사와 형용사(い형용사, な형용사)의 활용을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 보통체와 정중체 표현을 익히며,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 활용표현을 정리한

다.  

3. 기본 어휘(JLPT N3,4)를 활용하여 일본어 말하기 훈련을 한다.(하루일과, 장래 

희망, 가족소개, 진행 및 상태 표현, 허가 및 금지표현, 경험, 권유, 제안하기 표현 

등) 

4. 다양한 일본어(가요, 속담, 광고, 에세이 등)를 접하면서, 학습한 일본어를 다지

기 한다. 

5. 현지 일본어의 학습을 병행하여 일본문화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6. 수강생 희망시, 일본인과의 실전 회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 내용

1. 동사의 활용(ます형,たい형,て형,た형,たり형,たら형,ない형).

2. 존재의 유무 표현(ある、いる) 및 장소 표현

3. 목적(に), 권유(ませんか、ましょう、ましょうか), 희망표현(たい), 동시동작(なが

ら)

4. 상태와 진행 표현(ている), 허가(てもいい)와 금지 표현(てはいけない)

5. 과거형(た) 및 경험(たことがある), 나열 표현(たりたりする), 

6. 권유 제안 표현(たらどうですか、た方がいい), 부정표현(ない)

7. 명사, 형용사, 동사의 현재와 과거의 긍정 및 부정표현, て형활용 표현 정리



일본어회화(3단계)

* 교재 

주교재 : 일본어뱅크 톡톡 도모다찌 STEP3 (동양북스) 

부교재 : 워크북(강의실 배부), ppt, 동영상 등

* 강의개요 및 목표 

1. 일본어회화 2단계를 통해 학습한 내용(명사, 형용사, 동사의 활용)을 기반으로, 

3단계에서는 중・고급 문법사항을 학습하여, 일본어 표현 가능 범위를 확장시킨다.  

2. 동사 활용의 심화 및 조동사, 가정표현과 경어표현 등을 배운다.  

3. 일본어 어휘(JLPT N2・3)를 활용하여 섬세한 말하기 훈련을 진행한다.(가능, 추

측, 의지・권유, 가정, 수수표현, 추측과 양태, 수동, 사역, 사역수동, 경어 등) 

4. 고급 일본어(가요, 소설, 에세이, 뉴스 등)를 접하면서, 학습한 일본어를 다지기 

한다. 

5. 수강생 희망시, 일본인과의 실전 회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 내용

1. 가능 동사, 의지 권유형, 추측 표현의 정리.

2. 부정표현의 응용(의무와 불필요 표현), 수수표현(やりもらい), 조건 표현(ば、た

ら、なら、と), 추측과 양태전문 표현(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そうだ)

3. 수동, 사역, 사역 수동표현

4. 경어(정중체, 겸양어, 존경어) 표현

5. 명사, 형용사, 동사의 활용, 조동사 표현의 총정리(일본어 문법 완성)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중급 일본어 종합반 

2. 시험 대비반(JLPT N3) 



중급 일본어 종합반(1단계: 초중급 일본어 다지기)

 

* 교재 

주교재 : 교수편집 교재 

부교재 : 워크북(강의실 배부), ppt, 동영상 등

* 수강 대상자 

1. 일본어회화 2단계를 이수했거나 동사의 ます형과 て형, ない형 등을 학습한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일본어회화 3단계 동시 수강자, 혹은 수강종료한 학습자도 수강 가능. 

* 강의개요 및 목표 

1. 간단한 일본어 문장에서부터 초・중급 일본어 문장(J-POP, 에세이, 드라마, 애

니메이션, 시, 소설, 시사문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난이도로 학습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미있고 야무지게 일본어 실력을 다질 수 있다. 

2. 필수 핵심 일본어 문법 및 문형 패턴을 교수 편집 교재로 제공한다. 또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균형잡힌 일본어 학습을 실시하여 일본어에 자신감을 얻도록 

훈련한다. 

3. 현지 생생 일본어 표현을 접하여 일본문화의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   

* 학습 내용

1. 본 강의에서는 사용하는 일본어 어휘는 JLPT N3~5, JPT 450~550점 정도에 해

당한다. 

2. 초・중급 일본어(J-POP, 에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시, 소설, 시사문 등)에 

나오는 다양한 문형 및 표현을 접한다.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중급 일본어 종합반 2단계

2. 시험 대비반(JLPT N3) 



시험대비반(JLPT N3)  *문자・어휘, 문법반

 

* 교재 

주교재 : 김성곤 저, 『新일본어능력시험 급소공략 N3문법』,다락원 

부교재 : <문자・어휘>는 프린트물로 진행(강의실 배부)

* 수강 대상자 

1. 일본어회화 3단계를 이수했거나 수강 중인 학습자.

2. 시험 대비반(JLPT N3) 독해・청해반 수강자. 

2. 본 강의에 수강 가능한 실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강의개요 및 목표 

1. 일본어 문법의 총정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동시에, N3 <문법> 시험에 필요

한 문형의 암기와 문제 풀기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킨다.  

2. JLPT N3 레벨에서 요구되는 <문자・어휘>의 암기와 테스트로 훈련한다. 

3. N3 <문법> 및 <문자・어휘> 영역의 기출 문제를 통하여 문제 경향을 파악하고,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자신감을 강화한다. 

* 학습 내용

1. 일본어 문법의 총정리 및 N3 <문법>에서 요구되는 문형의 학습

2. N3 레벨에서 필요한 <문자・어휘> 암기 

3. N3 기출문제 경향 파악 및 모의고사 실시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시험 대비반(JLPT N3) 독해・청해반 

2. 시험 대비반(JLPT N2) 

3. 중급 일본어 종합반 2단계



JPT 600점 집중공략반  

 
* JPT란 

JPT란 일본 최대 학원 그룹인 駿台(しゅんだい)에서 출제하고 TOEIC을 주관하는 

YBM이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이다. JPT는 학문적

인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PT는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은 물론이고, 취직 및 승진 등 JLPT와 함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JPT의 시험 일정은 1년에 12회~15회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실행되고 있다. 

* 교재 

주교재 : 서경원 저『최신 JPT 기출 600+』 YBM텍스트 

* 수강 대상자 

1. 대학입시, 취직 및 승진, 해외 파견 등을 위한 성적이 필요한 학습자. 

2.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기초부터 튼튼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자.

 

* 강의개요 및 목표 

1. JPT 점수의 고득점 획득은 문자 및 어휘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어휘의 암기와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어휘력을 UP시킨다. 

2.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각 파트별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취약한 점을 파

악하고 그에 따른 학습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3.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비하고 자신감을 강화한다. 

* 학습 내용

1. PART별(사진 묘사, 질의 응답, 회화문, 설명문, 정답 찾기, 오문정정, 공란 메우

기, 독해), 주제별 어휘 정리 

2. 각 PART별 문제 유형 분석 및 문제 풀이 연습   

3.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실시

* 학습 종료후 추천 강의  

1. JPT 750점 집중공략반 

2. 말하기 집중훈련반 또는 SJLPT 시험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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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