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계획서  
강의 개요

작성년도/학기 2020년도 제1학기

교과목명
국문

주제별로 배우는 일본어 청해 연
습 전공 일본어학부

영문 Listening Japanese 
개설과목코드 학점 강의(  3   )   실습(     )

담당교수
Sasa
Hioko

 e-mail 연구실 사이버대 724호 H.P

담당튜터  e-mail 연구실 H.P
이수구분 전공 권장학년 3학년? 4학년?

수업개요 
및 

교과목 성격

클립1,2,3로 이루어진다.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듣기 대본을 작성했기 때
문에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수업목표

1. 학습자는 이 강의를 통해 일본어를 알아 듣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2. 학습자는 이 강의를 통해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일본어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
3. 학습자는 이 강의를 통해 일본어 청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학습자는 이 강의를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교재 및 
참고자료
참고링크

교재 : 출판 예정

교수방법
■ 강의중심형  
■ 시범학습형 

수강 시
유의사항

4번이상 결석시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이 부여되므로 출석체크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 된다. (원어 강의)
게시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교수 학습 운영전략

운영 전략

□ 콘텐츠 학습         
1. 학습촉진전략
강의 Q&A에 올라오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한다. 

2. 동기유발전략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학습자가 지루하지않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상호 작용 
전략

학습자-콘텐츠 연습문제 풀이, 섀도잉, 딕테이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교수자 강의Q&A게시판과 과제 통해 피드백을 받들 수 있다.

학습자-학습자 자유게시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학습자 
학습방법전략

1.수강하기 전에 교재를 미리 보고 모르는 단어를 확인한 다음에 수업을 듣는다. 
2.수강한 후 본문 내용을 쉐도잉 및 딕테이션을 하고 그날 배운 내요을 복습한다. 

1주차 최적
기준학습시간

예습          ( 10 )분             콘텐츠 강의  ( 75 )분 
문제풀이수행  ( 0 )분             과제수행    ( 5 )분 
학습참여도    ( 5 )분             복습        ( 10 )분
   = 총          (  105  )분

평가 설계
평가 전략 

및
평가 목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할 것이다. 
퀴즈, 출석, 진도, 시험 점수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방법 ■ 상대평가

평가항목
■ 출석        ■ 진도        ■ 시험       
□ 학습참여도(강의Q&A, 자유게시판, 학습자료실)   

평가반영율
출석 10% 진도 10%  시험 70%
과제방 % 퀴즈 10% 토론방 %
팀프로젝트 % 학습참여도 % 기타 %

평가 회수 시험(중간/기말) 1 / 1 과제방 퀴즈    
토론방 팀프로젝트 기타



주차별 수업 설계
주 강 주차명/강명 세부학습내용 주별 평가 방법 Activity

1 1주차
Clip1. 전철역 안내 방송 
Clip2. 전철내 안내 방송
Clip3. 버스 정류장 

섀도잉,
딕테이션

2 2주차  
Clip1. 길 안내 
Clip2. 기숙사에 대한 설명 
Clip3. 지진에 대한 뉴스 

섀도잉,
딕테이션

3 3주차 
Clip1. 유학생 센터 설명  
Clip2. 슈퍼 세일 
Clip3. 일본어학 강의 듣기 

 
섀도잉,
딕테이션

4 4주차  
Clip1. 가마쿠라 관광 명소편
Clip2. 가마쿠라 관광 음식편 
Clip3. 병원 및 약국 이용하기

섀도잉,
딕테이션

5 5주차 
Clip1. 주민 센터 방문  
Clip2. 쇼핑하기 (일본 전통 옷)

Clip3. 다도 교실 

섀도잉,
딕테이션

6 6주차 
Clip1. 오카나와 춤 배우기 
Clip2. 일본식 만두 만들기 
Clip3. 태풍에 대한 뉴스 

과제or퀴즈
섀도잉,
딕테이션

7 7주차 
Clip1. 토론 모임에 대해서 
Clip2. 일본 음식 이름에 대해서 
Clip3. 일본 지역문화 비교 

섀도잉,
딕테이션

8 중간고사
중간고사 실시 (시험형-비동기)

PDF 등의 문서를 통해 자가 평가
 중간고사 평가

중간고사 
평가

9 9주차  

Clip1. 상가 방문  
Clip2. 미용실 이용하기 
Clip3. 통역 관련 강의 듣기 
Clip4. 전문가 강의 '통번역에 대해서'  

섀도잉,
딕테이션

10 10주차  
Clip1. 고베 관광 1

Clip2. 고베 관광 2

Clip3. 일본의 건축 강의 듣기 

섀도잉,
딕테이션

11 11주차 

Clip1. 일본 전통 놀이 켄다마
Clip2. 괴담 강의 듣기 
Clip3. 후지산 명칭에 대해서 
Clip4. 전문가 강의 '일본어 듣기에 대해서' 

섀도잉,
딕테이션

12 12주차 
Clip1. 온천에 대해서 
Clip2. 유카타 입어보기 
Clip3. 도서관 이용하기 

섀도잉,
딕테이션

13 13주차 

Clip1. 종이접기 
Clip2. 전통인형극에 대해서
Clip3. 유실물센터 전화하기 
Clip4. 전문가 강의 '일본 취업에 대해서' 

과제or퀴즈
섀도잉,
딕테이션

14 14주차 
Clip1. 일본 전통 놀이 백인일수 1

Clip2. 일본 전통 놀이 백인일수 2

Clip3. 아르바이트 

섀도잉,
딕테이션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실시 (시험형-비동시)

PDF 등의 문서를 통해 자가 평가
기말고사 평가

기말고사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