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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정보

과목명 드라마로배우는일본어

학점(시간) 3(3)

이수구분 교양

수강번호 0068 반번호 01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교수 김양선 소속 일어일문학과

면담시간 월(1:00~2:30) 화(12:30~1:20) 목(9:00~10:00)

ㆍ과목 관련 정보

동일과목

선수과목

ㆍ세부내용

※선행과제 : 교재와 강의자료에 올려둔 한일대조표를 눈으로 익혀둔다.

1.강의소개 : 

일본어는 3개의 글자(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익혀야 한다는 글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언어이

다. 따라서 이 강의는 글자부터 배우는 기존의 외국어 학습법에서 탈피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형태를

취한다. 

1) 일본어를 들리는 대로 따라해보는 모방학습법을 추구한다.

2)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아

울러 한국어 발음과 유사한 어휘가 자주 등장하는 일본드라마를 선별하여 활용한다.

3) 언제 어디서나 반복학습이 용이한 on-line 수업형식을 취한다. 

결국 이 강의는 일본어 글자를 익히거나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본어 수업에 부족하

기 쉬운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강의이다. 선별된 드라마를 보면서 관련 어휘나 문형 및 일본문

화 등을 학습함으로써, 간단한 일상표현을 자연스러운 일본어 발음으로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

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2.수업목표 : 

1)일본어를 즐기자!

2)일본어에 푹 빠지자!

3)일본어을 무조건 따라하자!



2/4 2018-08-21 (10:40:06)출력번호 : 20180821008758

ㆍ세부내용

3.수업진행방법 :

1)각 주마다 일본드라마를 할용한다.

2)수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3파트로 구분된다.

  1-1강의: 드라마보기- 관련 어휘/문형/문화 학습

  1-2강의: 드라마보기- 관련 어휘/문형/문화 학습

  1-3강의: 드라마보기- 관련 어휘/문형/문화 학습

3)퀴즈를 풀면서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 학습도우미(이동보조, 강의·보고서 대필, 학습보조), 보조기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강의실, 좌석 우선배정, 점자, 확대자료 등이 필요한 수강자는

   사전 문의 바랍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스마트교육:

4.중요교재 및 문헌 :

 

주교재 :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개정판), 김양선,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부교재: 일본 드라마

5.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타사항(선수과제 제시 권장) : 

교재 <드라마로배우는일본어>를 적극 활용합시다.

1) 수업시간 내용을 교재에 필기하고 정리함으로써 본인 나름의 일본어참고서로 완성시키고, 

2) 마지막의 연습문제는 꼭 풀어서 수업성취도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3) 8과와 15과의 총복습문제도 시험에 대비하며 참고하여,

4)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마무리합시다.

※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6.학습평가 : 

1)중간시험: 34%(off-line: 학교 방침)

2)기말시험: 36%(off-line; 학교 방침)

3)보고서(2회): 10%

 <보고서제출일>

  - 중간고사 전(공지사항 참조)

  - 기말고사 전(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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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양식> 

  - 분량: A4 용지 2매 

  -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 내용: 중간고사 이후 강의 내용 총정리 or 강의관련내용 조사.

         조사한 내용의 경우는 반드시 출처(참고문헌)를 기입

<보고서 작성시 주의점> 

 - 타인의 보고서를 복사한 경우(동일한 내용이 4분의 1이상 되는 경우) 무조건 0점 처리

 - 위의 양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감점 처리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지정된 인터넷강의지원내 보고서제출처) 엄수

4)출석(결석은 소강의 10회까지만 인정): 20%  

5)성적F: 출석미달 or

        중간/기말/보고서 중 1개 0점이면서 동시에 원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지원 : 학습도우미(이동보조, 시험 대필), 점자, 음성 시험지, 확대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대필 도우미, 별도시험장소, 보조기기가 필요한 수강자는 사전 문의 바랍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평가비율

중간시험 : 34%, 기말시험 : 36%, 출결 : 20%, 예ㆍ복습 : 0%, 기타 : 10%

※ 스마트교육: 학생의 수업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권장

예: 수업참여도(발표, 토론, 학생 간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등

ㆍ주별계획

주 학습목표 및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1 飯（おとこめし 오토코 메시)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2
臨床犯罪 者　火村英生の推理 (임상범죄학자 히무라

히에오의 추리)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3 ラブソング(Love Song)１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4 ラブソング(Love Song)２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5 ラブソング(Love Song)３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6 ラブソング(Love Song)４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7 重版出 (쥬-한슛타이: 증쇄을 찍자)１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8 중간고사 과제

9 重版出 (쥬-한슛타이: 증쇄을 찍자)１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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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별계획

주 학습목표 및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10 99.9　刑事 門　弁護士(99.9 형사전문 변호사)１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11 99.9　刑事 門　弁護士(99.9 형사전문 변호사)２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12

天地人(愛の兜) 텐치징(아이노 카부토)      

천지인(사랑의 투구)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13 神のしぶく(카미노 시즈쿠: 신의 물방울)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14 僕の妹 (보쿠노 이모-토: 내 여동생)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퀴즈

15 기말고사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