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테인 일본어교제의 특징

이용방법
본사 LMS에 접속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영상파일,텍스트파일 등을  서버에 설치해 
학습자에게 제공가능.
LMS설치,설정 도움도 가능.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면할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강사가  알아듣기 쉽게 강의 

문의

왕초보자로부터 상급까지 
동영상으로 배울수 있는 
온라인일본어 학습

現職：城西国際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 博士課程 特任教授
　　  大手前大学、大連交通大學、
　　  紹興秀越外語大學、瀋陽大學 客員教授
　　 NPO法人 国際教育開発協会　人材開発研究所所長
　　  一般社団法人 応用日本語教育協会 会長
職歴：米国国務省日本語研修所 主任教官
　　  昭和女子大学 大学院 博士課程専任教授（2007年退職）
　　  日本文学科 学科長、国際教育部長 歴任

監修 /감수
高見澤 孟
다카미자와 하지메
 TAKAMIZAWA HAJIME

--동영상이기에 이해 하기  쉽고 반복해 시청 가능.
--전교재는 한글 자막으로 되여 있어 초보자도 안심.
 
--N5,N4  실력 양성 코스에는 텍스트 PDF가 다운 가능.
-- 초보자편과  한자편에는 받아쓰기 시트가 PDF로 다운 가능.
--전교제에는  테스트 PDF 가 다운 가능.
--N5,N4 코스에는 청해 테스트 PDF로  다운 가능.

--초보자편 / 한자편 / N5 /  N4 / N3 / N2 / N1 단계별로 
   학습할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위한 실력 양성 코스도 준비 되여있습니다.왕초보자편 / 한자편

N5 / N4 / N3 / N2 / N1 
실력 양성 코스를 제공

왕초보자편 / 한자편
N5 / N4 / N3 / N2 / N1 
실력 양성 코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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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코스 소개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판서를 보면 서 필순에 대해 학습         50음의 정확한 발음에 대해 학습        받아쓰기 시트가 있어 필순 연습가능

한자의 구성에 대해 학습     

문법에 대해 학습      

기본구성은 N5코스와 같습니다.     새로운 단어(어휘)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일러스트로 표현각 강좌에 실제 회화 장면이 포함     

한자의 필순에 대해 학습    한자의 필순 연습 가능 

>> N5 능력 시험 레벨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

>> N4 능력 시험 레벨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 

>> 히라가나 가타카나  간단한 인사말에 대해 학습  받아쓰기 시트 PDF 다운 가능 

>> 많이 사용하는 한자와 기본적인 형용사 동사 명사에 대해  학습   받아쓰기 시트 PDF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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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강  재생 시간 5시간 39분      

총15강  재생 시간 약 21시간             

총15강  재생 시간 약 13시간         

총9강  재생 시간  6시간 38분     

N5

코
스

N4

문법에 대해 학습             각 강좌에 실제 회화 장면이 포함         독해

>> N3 능력 시험 레벨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 총 10강 재생 시간 약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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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은 N3코스와 같습니다.

>> N2 능력 시험 레벨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 총15강  재생 시간 약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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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교재는 10월에 공개 예정　N1 교재는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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