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 ・일본어교재

일본어

춘하추동

ー봄 ・여름편ー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문해 ・일본어 학급 등에서 일본어를 아주 잘 하는 파트너와 함께
문해와 일본어의 읽기쓰기를 공부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일본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에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있습
니다. 이 책에서는 각 계절의 활동과 테마에 대해 파트너와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어와 일본어의 읽기쓰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책을 사용해서 공부함으로써 각 과의 활동과 테마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읽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즐겁게
일본어와 일본어의 읽기쓰기를 공부합니다.
[각 과의 구성]
각 과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문예➀>
<계절 그림>

<내 작문>

<일본어연습>
<작문예➁>

<계절 설명>

<한자 연습>

<작문예➂>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

세번째 페이지

<파트너작문>

네번째 페이지

[학습방법]
□ 1단계(첫번째 페이지)
먼저 <계절 그림>을 봐 주세요. 그 안에 있는 물건과 생긴 일등에 대해 일본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파트너는 <계절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 2단계(두번째 페이지)
<일본어 연습>을 공부해 주세요. 파트너와 함께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답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자 연습>에서 한자공부를 해 주세요.

□ 3단계(세번째 페이지)
파트너와 함께 <작문예>을 읽어주세요. ★는 쉬운 작문, ★ ★ 는 조금 어려운 작
문, ★ ★ ★ 는 어려운 작문입니다. 자신의 일본어능력에 맞는 작문만 읽어 주세요.
파트너는 첫번째 페이지에 있는 <계절 그림>을 참고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해 주세요.
□ 4단계(네번째 페이지)
<작문예>를 참고하면서 파트너는 <파트너의 작문>을 써 주세요. 그리고 쓴 작문
을 함께 읽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트너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 작문>을 써 주
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 읽어 주세요.

봄-3 오늘부터 사회인
새 가방

새 신발

넥타이

입사식

집 알아보기
자기소개

노트북

이사

봄은 학교와 회사의 1년의 시작입니다. 4월 1일에는거리에서
도 통근하는 지하철에서도 신입사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새 양복을 입고 새 넥타이를 메고 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방을 메고 활기차게 회사에 갑니다.

1. 봄은 학교와 회사의 1년의 시작입니다. 학교에서는 입학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을 합니다.
2. 4월이 되면 거리에서도 통근하는 지하철에서도 신입사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새 양복을
.
그리고 새 넥타이를
, 새 신발을
.
3.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새 집을
. 집을 찾을 때에는
에 갑니다 .

4. 이사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때에는 가족도
친구도 모두
.

엄마
기다리다
형

크다

작다
지하철

가다

새롭다

여동생

회사

역

활기차게

저도 오늘부터 사회인입니다. 새 양복을 입고 새 넥타이
를 메고 새 신발을 신고 회사에 갔습니다. 새 가방 안에는
지갑과 수첩과 핸드폰과 새 노트북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
를 나와서 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갔습니
다. 지하철 안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200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을 앞에 두고 큰 소리
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크게 보였습니다.

(야마카와 카키오)

이번 한달은 정말 바뻤습니다. 2월 28일에 대학교 졸업
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와 주셨습니다. 친구
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기뻤지만 조금 쓸쓸했습니
다. 3월 초에는 도쿄에 가서 집을 찾았습니다. 역앞 부동
산에 들어가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 차를 타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역에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처
에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회사까지 지하철
로 대략 30분 걸립니다. 정말 편한 아파트입니다. 집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3월 25일에는 이사를 했습
니다. 어머니와 형이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여동생도
도 와줬습니다.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카와 카키오)

딸은 3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월부터 일하기 시
작했습니다. 회사원 생활은 힘듭니다. 딸은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하
철을 1시간 타고 회사에 갑니다. 아침의 통근 지하철은 언
제나 만원입니다. 회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
니다. 하지만 딸은 자주 야근을 합니다. 때로는 11시 정도
에 집에 옵니다. 조금 걱정입니다.
(45세, 아버지)

내 작문

내가 그린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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