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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정보(Course Specification)

교과목명

(Couyrse Name)
한국학특강(일본어)

학수번호

(Course No.)
18832

학-강-실

(Credits-Theory-Practice)
3-3-0

분반

(Class)
01

개설학과/전공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개설 학년 전체

강의종류(Method)

[이론/실습/이론및실습]
이론및실습

강의유형(Type)

[오프라인/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요일/시간

(Day/Time)
목7,8,9

강의실

(Classroom)
110224-0

핵심역량 종합적사고 자기계발 실용.전문 창의.융합 V 글로컬문화 실천리더십

2017학년도 1학기

담당교수(Professor)

1.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

교육목표

일본 유학생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한국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개인 또는 그룹별로 관심

분야 및 주제를 정하여 조사, 발표, 토론을 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교육성과

(수행준거)

한남대학교는 학칙 제61조의2(장애학생)에 의거하여, 다양한 장애학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은 누구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서류작업(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도우미와 학습기자재 신청, 그리고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요청할 학습관련 서비스 신청 등)을 마친 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신청한 서비스는 장

애학생지원센터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 담당 교수에게 전달되고, 서비스제공의 전 과정이 모니터링 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629-7314, 629-72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본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힐 수 있다.

2. 수업목표(Course Objective)

3. 수업 방법(Course Resources)

강독 실험 실습 설계 플립드러닝 풀온라인 블렌디드 기타

√ 발표

4. 교재 및 참고서(Main Textbooks & References)

순번 구분 저자 교재명/권호/출판사/출판년도 ISBN 비고

1 주교재 조남성 외 4명 한국인의 잘못된 일본어 공식 99//시사일본

어사/

5. 성적 평가방법(Grading Policy)

   평가요소 반영비율(Weighting)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퀴즈 0 과제 20 출석 15 프로젝트 0

발표 0 토론 0 구술시험 0 참여도 0 기타 15 합계 100



6. 수업일정(Weekly Schedule)

주 수업 주제 교재 수업방법

1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2
한국의 지리(지형과 기후, 행정구
역)

3
연중행사(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
등)

4 한국인의 거주(전통가옥, 온돌 등)

5 한국인의 전통의상(한복)과 예절

6 한국의 축제(각 지방의 축제 등)

7
한국의 전통 공연(봉산 탈춤과 꼭
두각시 놀음)

8 중간고사

9 한국 영화 감상

10
한국의 음식문화(특징 및 예절, 대
표음식 소개)

11 한국의 유명 관광지역

12 한국의 역사

13 현대 한국사회

14 배운 내용 총정리

15 기말고사

7. 과제물(Assignments)

순번 과제 비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8.기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