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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하기

[JF 스탠더드 이용에 즈음한 면책 설명]
●일본국제교류기금은 JF 스탠더드의 내용에 관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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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머리말 .................................................................................................................................1

머리말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이하 “JF 스탠더드”)를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2010(이하, “JF
스탠더드 2010”)”으로 공개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는 해외에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있어, 일본어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의 다양한 기반정비에 힘써 왔습니다. JF 스탠더드는 바로 이 기반정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인적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과제수행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 이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갈
것이냐라는 이문화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JF 스탠더드 2010”에서는 먼저 일본어를 사용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본어 숙달도의 수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중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여기서
제시하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 일본어를 학습 혹은 지도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배우거나 지도하고 있는 수준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숙달도를 평가하고, 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을 기록하고 되돌아봄으로 해서 과제수행 능력과
이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나 유학, 취직 등으로 학습자가
이동할 때에도 그때까지의 학습 성과와 숙달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JF 스탠더드의 개발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와 교육 실천의 재검토에서 출발한 이후,
일본 국내외의 교육 관계자와 기관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협력에 힘입어 이번 “JF 스탠더드
2010”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JF
스탠더드 2010”에 각지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JF 스탠더드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보완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JF 스탠더드로 교사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된 기반 위에서, 일본어가 보다 배우기 쉬워지고 또 그 유용성이 더욱 명확해짐으로써,
이를 통해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 속에서 일본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여 국제적
상호이해 촉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0 년 5 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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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상호이해를 위한 일본어”라는 이념 아래, 2005 년부터 개발해 온 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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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의 이용에 앞서
1.1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이용에 앞서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이하 “JF

교수

스탠더드”)는 일본어의 교수, 학습 및 평가를
위한 연구 수단입니다.

학습

JF 스탠더드를 이용해서 학습자가 일본어로

학습 성과의 평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숙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 디자인, 교재 개발,
테스트 작성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JF 스탠더드가 참고로 한 유럽의 기준
JF 스탠더드는 유럽의 언어 교육 기반인 CEFR 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CEFR 는 Common
teaching,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assessment

의

약어로,

유럽의

언어

교육과

학습

기관에서

공유되는

체계입니다.
CEFR 는 2001 년에 발표된 이후,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어, 다양한
언어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JF 스탠더드도 CEFR 의 개념에 근거해서 개발했습니다.
JF 스탠더드의 이용에 따라 일본어의 숙달도를 CEFR 에 준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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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로 숙달도를 나타낸다
JF 스탠더드 개발에 있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언어 능력과 언어 활동의 관계로
파악하여, 한 그루의 나무(“JF 스탠더드
이용에 앞서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일본어의
숙달도를 “~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나타내고, 6가지 수준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Can-do”라고
부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나노
‘Can-do’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일본어의 숙달도를 자기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학습자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함으로써 학습 진행 상황을 의식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7

1.2 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 JF 스탠더드 나무
그림 1-1 “JF 스탠더드 나무”

이용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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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스탠더드 나무는 언어 능력과 언어 활동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
능력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 활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

이용에 앞서

■의사소통적 언어 능능（communicative language competences）
나무의 뿌리 부분으로 표현되며, 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은 아래의 3 가지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어휘, 문법, 발음, 문자, 표기 등에 관한 “언어 구조적 능력”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언어적 능력”
말을 구성하거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는 “화용적 능력”

■의사소통적 언어 활동（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나뭇가지처럼

넓은

공간으로

표현되며

다양성이

있는

활동입니다.
언어

활동은

“상호행위”로

읽고

듣는

분류할

수

“수용”,
있습니다.

말하고
또한,

쓰는
이

“산출”,
3가지를

대화

이어

주는

등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텍스트”와 각각의 활동과 능력을 이어 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림 1-1 에서 나타낸 항목 이외에도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지식, 학습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JF 스탠더드 나무”로 명확해지는 것
일본어 학습자들의 목적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혹은 자국에 있는 일본인들과
일본어로 말하고 싶다든지 일본 만화를 일본어로 읽고 싶다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학습
목적이 각기 다른데 학습 방법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JF 스탠더드 나무”를 이용함으로써 중점을 두어야 할 언어능력이 명확해지고, 학습
목적에 적합한 학습 방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1)“JF 스탠더드 나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2010

이용자 가이드 북」 pp.3-7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communicative language competences)과 의사소통적 언어 활동(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의 개념이나 구성은 CEFR 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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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an-do”란
“Can-do”란 일본어의 숙달도를“~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Can-do”에는 6 가지 （A1, A2, B1, B2, C1, C2）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2 는 “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라는
언어 활동이 수준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Can-do”로 나타낸
것입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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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각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용에 앞서

JF 스탠더드의 포트폴리오는 “평가표”, “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의 기록”, “학습
성과”와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교사는 현장의 요구나 목적에 맞추어 3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교사가 목표에 맞춰 작성합니다.
(예: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학습
활동에 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
시트, 성적표나 수료증명서 등）

“민나노 ‘Can-do’사이트”의
“Can-do”를 이용하여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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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의 활용 효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일본어의

숙달도를

자기평가하고,

학습과정을

학습성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의 기록

학습 성과

체험 등을 기록합니다.(예: 자유롭게

학습자가 코스의 목표와 자기 목표에
맞게 학습 성과를 수집합니다.
（예: 작문, 스피치 등의 음성 자료,

설정한 목표와 그 기록 등）

테스트, 프로젝트의 성과물 등）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적 및 문화적

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의 기록

성과물

13

이용에 앞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학습자가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했을 시에 그때까지의 자신의

2장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이용하기
각 교육 현장에서 코스 디자인을 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춘 학습 성과의
평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2-1은 코스를 디자인할 때의 작업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학습 성과에 관한
평가를 구상하기 위해 “JF 스탠더드 나무”, “Can-do”,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Can-do”를 이용하여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한다
코스 디자인을 할 때 교사와 학습자가 목표를 공유하고, 학습자가 목표를 의식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JF 스탠더드 나무”와 “Can-do”를 이용하여 “학습 목표
리스트”와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학습 목표 리스트”의 작성으로
목표와 수업 활동의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의
작성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일본어 능력을 코스 전후, 또는 코스 도중에 파악할 수 있고,
목표나 학습의 달성도를 의식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n-do”를 이용해 학습 성과에 관한 평가를 생각한다
코스 디자인을 할 때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구상하고, 목표와 평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Can-do”를 이용하여 “평가 기준”과 “평가 시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평가 기준”과 “평가 시트”는 “포트폴리오”에 넣어 학습 성과에 관한 평가를
이용해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JF 스탠더드의 “Can-do”를 학습 목표의 설정과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작성에 이용함으로써, 목표와 평가를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포트폴리오를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기록 및 보존하고,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쉬운 구성이나 형식으로 구상합니다. JF 스탠더드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평가표”, “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의 기록”, “학습 성과”와 같은 3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각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코스를 가정하여“JF 스탠더드 나무”,“Can-do”,
“포트폴리오”의 활용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그리고 “2.1 ‘Can-do’를 이용하여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한다”에서는 ‘Can-do’를 이용한 ‘학습 목표 리스트’와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의 작성 순서를 소개하고, “2.2 ‘Can-do’를 이용하여 학습 성과에
관한 평가를 구상한다”에서는 ‘Can-do’를 이용한 ‘평가 기준’과 ‘평가 시트’의 작성
순서를 소개합니다.
(1)“JF 스탠더드 나무”, “Can-do”,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2010 이용자 가이드
북」 pp. 3-34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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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코스를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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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코스를 가정하여“JF 스탠더드 나무”,“Can-do”,“포트폴리오”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나라 ○△□ 일본어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코스
학습자에 관한 정보
●학습자
교사, 회사원, 대학생 등 20명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
●학습 경력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다.
일본인과 기본적인 대화는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수준
현재 수준 단계는 A2 정도. 목표로 하는 수준 단계는 B1.
●학습 목적／동기
· 일본 사회와 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 등으로 만나는 일본인과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기 주변의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코스의 목표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풍습 및 문화에 관해, 그리고 일본인이 A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상 등에 관해
이해를 넓히고, A라는 나라와 일본의 풍습 및 문화, 자기 자신과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에 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다.
·업무 등을 통해 만나는 일본인과 자기 주변의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적 및 문화적

이용해 보기

차이나 공통점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
●학습시간
총학습시간：42시간(3시간 × 14회）
단, 첫 회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회는 “정리”를 위한 시간이므로 수업은 3시간 × 12회로 한다.
●학습 내용
토픽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한다.
“자신과 가족”, “여행과 교통”, “쇼핑”, “일과 직업”, “사람과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6가지 토픽을 학습한다.
1가지 토픽은 3시간 × 2회로 학습한다.
●사용 교재
특별히 교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교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한다.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학습자는 코스의 시작과 끝에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수업 내용 중에서 3가지 토픽(여행과 교통, 일과 직업, 언어와 문화)으로 구두 발표를 하고 “평가 기준”과 “평가
시트”를 사용해 평가한다.
·마지막 회에는 3가지 토픽으로 실시했던 구두 발표 중 1가지를 선택해 “회화 테스트”를 실시한다.
·학습자는 토픽별 학습을 통해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풍습 및 문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자기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생각한 것 등을 “리뷰 시트”에 적는다.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와 구두발표의 “평가기준”과 “평가 시트”를 포트폴리오의 [①평가표]에 넣는다. “리뷰 시트”를
포트폴리오의 [②언어적 및 문화적 체험의 기록]에 넣는다. 발표원고나 제시자료, 녹음한 음성 등을 포트폴리오의 [③학습
성과]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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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an-do”를 이용하여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한다
코스 디자인을 할 때, 교사와 학습자가 목표를 공유하고, 학습자가 목표를 의식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JF 스탠더드 나무”나“Can-do”를 이용하여“학습 목표 리스트”와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학습 목표 리스트와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전체 과정은 그림 2-2 와 같습니다.
그림 2-2 “학습 목표 리스트”와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의 작성 과정

학습 목표 리스트를 작성한다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1. 코스의 목표에 적합한“Can-do”카테고리를 구상한다

2.“민나노 ‘Can-do’ 사이트”에서 “Can-do”를 선택한다

이용해 보기

3.“Can-do”의 목록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할 항목을 선택한다

4. (필요에 따라)“Can-do”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나
교육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고쳐 쓴다

5. 선택한“Can-do”의 리스트를 포맷으로 가공한다

학습 목표 리스트 완성!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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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의 경우⋯

―학습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A 나라 ○△□일본어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코스”를 예로 들어 본 코스의
토픽별 학습 목표 리스트를 만듭니다.
1 단계

코스의 목표에 적합한“Can-do”카테고리를 구상한다

본 코스의 목표는 아래의 2가지였습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풍습 및 문화에 관해, 그리고 일본인이 A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상 등에 관해 이해를 넓히고, A라는 나라와 일본의 풍습 및 문화, 자기 자신과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에 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다.
·업무 등을 통해 만나는 일본인과 자기 주변의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적 및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
먼저 “JF 스탠더드 나무”(접힌 페이지)를 살펴 보면, 위에 기술한 본 코스의 목표는 의사소통적
언어활동을 나타내는 항목 중에서 【[13]혼자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 【[16]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의 두 가지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 단계

“민나노‘Can-do’사이트”에서 “Can-do”를 선택한다

이용해 보기

언어활동 카테고리에서 【[13]혼자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와 【[16]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의 두 가지 “Can-do”를 선택합니다. 본 코스의 목표 수준 단계인
B1을 선택하고, 본 코스에 포함되는 6가지 토픽(“자신과 가족”, “일과 직업”, “쇼핑”, “여행과 교통”,
“식생활”, “언어와 문화”)의 “Can-do”를 선택합니다.

3 단계

“Can-do”의 목록에서 실제 수업에 다룰 항목을 선택한다

선택한“Can-do”의 목록 중에서 실제 수업에 실시할 학습 활동을 기술한“Can-do”가 어느
것인지를 고려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단계

(필요에 따라)“Can-do”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나 교육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바꾼다
⇒“MY Can-do 란?”(p.21)

선택한 “Can-do”의 기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로 고쳐 쓰도록 합시다.

5 단계 선택한 “Can-do”의 목록을 학습 목표 리스트의 포맷으로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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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학습 목표 리스트의 예

학습 목표
○△□일본어학교

2010 년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코스

[코스의 목표]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풍습 및 문화에 관해, 그리고 일본인이 A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상 등에 관해 이해를 넓히고, A라는 나라와 일본의 풍습 및 문화, 자기 자신과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에 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다.
■업무 등을 통해 만나는 일본인과 자기 주변의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적 및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
회

토픽

오리엔테이션

1
2
3

새로 알게 된 일본인에게 자기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일과 직업
[평가 1]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일본인에게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내용에 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6

쇼핑

일본인과 함께 쇼핑할 때, 자기 나라의 인기 있는 특산품이나
패션 등에 관해 일본의 특산품이나 패션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다.

여행과 교통
[평가 2]

일본인 관광객에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면서,
유명한 관광지에 관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7
8
9
10

식생활

11
12
13
14

언어와 문화
[평가 3]

이용해 보기

자신과 가족

4
5

학습 목표

일본인과 식사할 때, 자기 나라와 일본의 식생활 풍습(예절이나
음식 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인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자기 나라와 일본의 생활
풍습(결혼식이나 연중행사 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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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의 경우⋯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A 나라 ○△□일본어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코스”를 예로 들어 본 코스의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1 단계

코스의 목표에 적합한“Can-do”의 카테고리를 구상한다

본 코스의 목표는 아래의 2가지였습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풍습 및 문화에 관해, 그리고한 일본인이 A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상 등에 관해 이해를 넓히고, A라는 나라와 일본의 풍습 및 문화, 자기 자신과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에 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할 수 있다.
·업무 등을 통해 만나는 일본인과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적 및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다.
먼저 “JF 스탠더드 나무”(접힌 페이지)를 살펴 보면, 위에 기술한 본 코스의 목표는 의사소통적
언어활동을 나타내는 항목 중에서 【[13]혼자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 【[16]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 【[33]표현 방법 생각하기】, 【[34](표현할 수 없는 것을)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기】, 【[35]자신의 발화를 모니터하기】의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 단계 “민나노 ‘Can-do’ 사이트”에서 “Can-do”를 선택한다

이용해 보기

앞 단계에서 구상한【[13]혼자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16]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 【[33]표현 방법 생각하기】, 【[34](표현할 수 없는 것을)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기】,
【[35]자신의 발화를 모니터하기】의 “Can-do” 카테고리에서 학습자의 현재 수준 단계인 A2 와 목표로
하는 수준 단계인 B1 의 “Can-do”를 선택합니다. 본 코스에서는 코스의 시작과 끝에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므로, 특정한 토픽에 한정되지 않는 “Can-do”를 선택했습니다.

3 단계 “Can-do”의 목록에서 실제로 수업에서 다룰 항목을 선택한다
실제로 수업에서 채택하고 싶은 “Can-do”가 어느 것인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단계

(필요한 경우에)“Can-do”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나 교육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바꾼다

⇒“MY Can-do 란?”(p.21)

선택한 “Can-do”의 기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로 바꿉니다.

5 단계 선택한 “Can-do”의 목록을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의 포맷으로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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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의 예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일본어학교

2010 년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코스

이름：
A2

첫날

마지막
날

첫날

B1

활 동

자신의 관심 분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익숙한
주제에 관해 단순하게 서술할 수 있다.

계획, 준비, 풍습, 일상의 업무, 과거의 활동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단순한 이야기를 비교적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개개 항목을 단선 구조로 나열해서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면서,
경험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개별 사항을 단순하게 열거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다. 자기 주변의 친숙한
환경, 예를 들어 사람이나 장소, 일, 학습 경험 등의
일상사를 표현할 수 있다.

꿈이나 희망, 야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반복적인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에 관해 미리 연습을 거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의견, 계획, 행동에 관해 이유를 들어,
짧게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익숙한 주제에 관해
미리 준비한 복잡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청중이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요점을 대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야기를 끝낸 후, 제한된 수의 복잡하지 않은
질문에 대처할 수 있다.

질문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말이 빠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질문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표현 형식을 생각해 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을 전달할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총동원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해 내거나,
자신이 아는 표현 범위 내로 내용을 한정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몸짓을 사용할 수
있다.

모국어의 단어를 외국어화해 보면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의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과 비슷한 뜻을
가진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듣는 이에게 그것을
올바른 형태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해 보기

전 략

어떤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 요점을 짧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의사소통에 실패했을 시에는 다른 전략을 이용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한 언어 형식이 올바른지 상대방에게
확인할 수 있다.

마크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어렵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MY Can-do 란?

JF 스탠더드에서는 각 교육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Can-do”를 MY Can-do 라고 부릅니다.
■왜 MY Can-do 가 필요한가?
“민나노 ‘Can-do’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Can-do”가 자신의 교육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 시에는 MY
Can-do를 작성합니다. MY Can-do를 작성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면 등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적합한 “Can-do”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거나 모국어로 번역함에 따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목표와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MY Can-do 의 작성 방법
조건, 주제, 대상 및 행동에 수준 단계의 특징을 부가함에 따라 공통된 언어 숙달도의 척도에 근거한 MY Can-do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학습자는 어떤 조건이라면 가능한지, 어떤 종류의 주제라면 다룰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JF 일본어 교육 스탠더드 2010 이용자 가이드 북」 pp.17-21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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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Can-do”를 이용하여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구상한다
코스 디자인을 할 때, 학습 목표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구상하고, 목표와 평가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Can-do”를 이용하여“평가 기준”과“평가 시트”를
작성합니다.
그림 2-5“평가 기준”과“평가 시트”작성 과정

평가 기준을 작성한다
1. 평가의 관점을 결정한다①

2. 평가의 관점을 결정한다②

3. 평가 기준에서 사용할 수준
단계를 결정한다

이용해 보기

4.“민나노‘Can-do’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수준 단계와
카테고리에서“Can-do”를
선택하고, 선택한“Can-do”를
포맷에 넣는다

5.“Can-do”를
이해하기
문장으로 고쳐 쓴다

평가 기준 완성!

쉬운

6.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시트를 작성한다

평가 시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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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의 경우⋯

평가 기준과 평가 시트를 만든다

“A 나라 ○△□일본어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코스”의 “일과 직업”이란
토픽을 예로 들어,“구두 발표”의“평가 기준”과“평가 시트”를 작성합니다.
“일과 직업”이라는 토픽의 학습 목표는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 내용에 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 회사와 일본 회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평가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을 그림 2-5 의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1 단계

평가의 관점을 결정한다①

본 코스에서 목표로 하는 B1 수준의 산출 활동(말하기)의“Can-do”를 보면서, 어떤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이 필요한지를 구상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2]사용 어휘 영역】, 【[43]어휘의 활용】, 【[44]문법적 정확성】, 【[45]음소 파악】
【[50]주제의 전개】, 【[51]일관성과 결속성】, 【[52]구어의 유창성】

2 단계

평가의 관점을 결정한다②

토픽의 학습 목표도 평가 관점의 한 가지로 이용합니다.
“일과 직업”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가 속한 부서의 업무내용에 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 회사와 일본 회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3 단계

평가 기준에서 사용할 수준 단계를 결정한다

4 단계

이용해 보기

본 코스에서는 학습자의 일본어 말하기 능력의 차이가 작으므로, 코스의 목표 수준 단계인 B1 의
“Can-do”와 학습자의 현재 숙달도인 A2 의 “Can-do”를 이용하여 평가 기준을 작성합니다.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때에는, A1 에서 B2 까지의 “Can-do”를 이용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평가 기준에서 사용할 수준 단계의 폭을 검토해 주십시오.

“민나노‘Can-do’사이트”를 이용해서 선택한“Can-do”를 포맷에 넣는다

1 단계에서 결정한 카테고리의 A2 와 B1 의“Can-do”를“민나노‘Can-do’사이트”에서 출력하여
평가 시트 포맷의 각 칸에 배치합니다.

5 단계

“Can-do”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 쓴다
⇒ “MY Can-do 란?”(p.21)

평가 기준의 포맷에 넣은 “Can-do”를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학습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 씁니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달성되지 않은
목표나 부족한 점을 적는 것이 아니라 달성된 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입함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림 2-6 은 완성된 평가 기준의 예입니다.

6 단계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시트를 작성한다

5단계에서 완성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용과 교사용의 평가 시트를 작성합니다.
본 코스에서는 평가 기준의 포맷과 기술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용자가 해당하는 달성도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평가 시트에는 학습자와 교사가 자유롭게 코멘트를 기입하는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림 2-7은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발표자용 평가 시트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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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완성된 평가 기준의 예

[일과 직업] 평가 기준표
평가의 관점

내용 및 활동

1

2

3

4

더욱 노력하기

조금 더 분발하기

잘했어요

훌륭해요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잠깐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잠깐

차이점과 공통점을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짧고 복잡하지

언급하면서, 개개의 항목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하면서, 조리 있고

않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열거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담화구성

유창성

있다.

개개의 항목을 단순히

「それから」, 「しか

짧은 몇몇 요소를 「まず」,

요점의 구성은 단선적이지만,

열거하고, 「～て」,

し」와 같이 자주 쓰이는

「～てから」, 「～場合」와

비교적 유창하게 조리 있는

「～が」와 같은 단순한

접속표현을 사용해 문장을

같은 접속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접속표현을 사용한 단순한

연결하고, 무언가를

연결하고, 단선적으로

표현과 문장을 연결해서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나열하면서 단순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있다.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다.

말이 막히거나 고쳐 말하는

말을 잠시 멈추거나

문법이나 어휘를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을 비교적

경우가 많지만, 친숙한

반복하거나 바꿔 말하는

사용하려고 말을 잠시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주제라면 말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짧은 대화인

멈추거나 고쳐 말하는 경우는

말을 잠시 멈추거나 말이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경우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있지만, 특별한 어려움 없이

막히는 부분은 있지만, 남의

있고, 짧은 대화를 이어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도움을 빌리지 않고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이어갈 수 있다.

수 있다.

있다.

이용해 보기

어휘

자신의 업무에 관해 아주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복잡한 생각을 설명하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대해 다소 돌려서 말하더라도

어렵지만, 자신의 업무와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고,

교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관련된 사항 대부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어휘를 알고 있고, 사용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수 있다.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를

몇 가지 문형을 사용할 수

여전히 되풀이되는 실수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모국어의 영향이나 실수가

있다. 기본적인 문법상의

있지만, 단순한 문형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형을 꽤

나타나지만, 익숙한

실수가 되풀이되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황에서는 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문법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로 분명하다.

발음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남아

가끔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다소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확연히 남아 있어 상대방이

있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눈에 띄거나 잘못 발음하는

남아 있고 잘못 발음하는

되묻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단순하고 짧은 어구나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문장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정도의 또렷한 발음으로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있을 정도의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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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평가 시트의 예
<발표자용>
[목표]

일과 직업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 회사와 일본 회사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평가의 관점

이름

1

2

3

4

더욱 노력하기

조금 더 분발하기

잘했어요

훌륭해요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잠깐
언급하면서, 개개의 항목을
단순히 열거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개개의 항목을 단순히
열거하고,「～て」,「～が」와
같은 단순한 접속표현을
사용한 단순한 표현과 문장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それから」, 「しかし」와
같이 자주 쓰이는
접속표현을 사용해 문장을
연결하고,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짧은 몇몇 요소를 「まず」,
「～てから」,「～場合」와
같은 접속표현으로
연결하고, 단선적으로
나열하면서 단순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다.

요점의 구성은
단선적이지만, 비교적
유창하게 조리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이 막히거나 고쳐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친숙한
주제라면 말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짧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말을 잠시 멈추거나
반복하거나 바꿔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짧은 대화인
경우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

문법이나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말을 잠시
멈추거나 고쳐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별 어려움 없이
비교적 길이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다. 말을 잠시 멈추거나
말이 막히는 부분은 있지만,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자신의 업무에 관해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내용에
교섭할
어휘를
있다.

자신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소 돌려서 말하더라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생각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대부분에 대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문법

몇 가지의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문법상의 실수가
되풀이되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대체로
분명하다.

여전히 되풀이되는 실수가
있지만, 단순한 문형에서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형을 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국어의 영향이나 실수도
나타나지만, 친숙한
상황에서는 꽤 정확하게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발음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확연히 남아 있어
상대방이 되묻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고 짧은
어구나 문장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남아
있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또렷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가끔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눈에 띄거나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소 모국어 발음의 영향이
남아 있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내용 및 활동

담화구성

유창성

어휘

잘한 점 / 좋았던 점

업무와 관련된
대해 일상생활에서
수 있을 정도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어려웠던 점 /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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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보기

새로 일본에서 부임해 온
사람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일본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회사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잠깐
언급하면서, 짧고 복잡하지
않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

3장
민나노“Can-do”사이트 이용하기
http://jfstandard.jp/cando/

3.1 민나노 “Can-do” 사이트란
민나노 “Can-do” 사이트는 학습자가 일본어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을/를
할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나타낸 “Can-do”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코스 디자인, 수업
설계, 교재 개발 등 “Can-do”를 이용한 일본어 교육 실천을 지원합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를 이용하면⋯
코디네이터는
실생활의 의사소통 활동을
가정한 코스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앙케트를

교사는
수업 목표를 “Can-do”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와 수업의 목표를
공유하기가 쉬워집니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본어 능력을 자기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쉬워집니다.
일본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JF 스탠더드 나무”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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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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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 방법의 과정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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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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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용방법
민나노 “Can-do” 사이트의 이용방법을 “찾기”, “선택해서 넣기”, “편집하기”,
“출력하기”의 4 가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Can-do 찾기”에서는 조건(수준 단계, 유형, 카테고리, 토픽 등)을 지정해 Can-do 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키워드로 Can-do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예를 참고로, Can-do 본문 중에
포함되는 키워드, 수준 단계, 유형, 토픽
등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수준 단계, 유형, 토픽, 카테고리 등 상세
조건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 싶은 조건에 체크 표시를 하고
를 클릭합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체크 표시를 하면, 화면의 오른쪽에 검색
결과 해당건수가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맵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 해당건수가
표시됩니다.
“전체 ○건을 표시하기”, 또는 표시하고
싶은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에서 Can-do 폴더를
만들어 둡시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카테고리 맵을 이용하기 전에
를 살펴봅시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수준 단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준
단계란?”을 클릭해 전체적인 척도와 자기
평가표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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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기 쉽도록 “JF 스탠더드
나무”를 간략화해 카테고리
맵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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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 선생님의 활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무사시입니다. 일본어 교사가 된 지 1년째, 기쁜
마음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습자 대부분은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스킬을 높이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상하기 위해 민나노 “Can-do”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페이지의

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킨다!”는

Can-do 폴더를 작성하고, Can-do 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는 카테고리에서
산출의 “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를 선택합니다.

유형
Can-do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종류
Can-do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CEFR Can-do: CEFR가 예시하는
493가지의 Can-do.
JF Can-do: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일본어
언어활동의 예로 나타내는 Can-do.
토픽별로 나타난다.
MY Can-do: 사이트의 이용자가 자신만의
오리지널을 작성하는 Can-do.

: 실생활에서 하는 구체적인 언어활동을
예시한 항목을 “활동 Can-do”라고 부릅니다. 수용,
산출, 상호 행위로 구분됩니다.
:언어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언어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ve strategies)을

언어활동의 종류
Can-do는 3가지 언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수용(Reception)
“읽기”, “듣기” 등 수용적 언어활동(이해하기)
산출(Production)
“이야기하기”, “쓰기” 등 산출적
언어활동(표현하기)
상호 행위(Interaction)
“대화”, “편지 교환”등 상호 행위적 언어활동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예시한 항목을 “전략 Can-do”라고 부릅니다. 수용,
산출, 상호 행위로 구분됩니다.
: 요약과 필기하기 등 수용과 산출,
상호 행위를 할 때에 요약하거나 바꿔 말하는
언어활동에 관해 예시한 항목을 “텍스트 Can-do”라
부릅니다.
: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을 예시한 항목을 “능력 Can-do”라
부릅니다. 언어구조적 능력(linguistic competences),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s),
화용적 능력(pragmaticcompetences) 3 가지로
구성됩니다.

토픽
JF Can-do에는 15가지 토픽이 있다
일본어의 언어활동을 예시한 JF Can-do 는 “자신과 가족”,“주거와 주거환경”,“자유시간과
오락”,“생활과 인생”,“일과 직업”,“여행과 교통”,“건강”,“쇼핑”,“식생활”,“자연과
환경”,“사람과의 관계”,“학교와 교육”,“언어와 문화”,“사회”,“과학 기술”의 15 가지
토픽별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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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를 선택해서 넣기” 에서는 검색 결과 중에서 자신의 코스나 수업에 이용하고
싶은 Can-do 를 선택해 자신이 작성한 Can-do 폴더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검색 결과는 범위를 좁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 “수준단계”, “카테고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필터 기능 화면이 표시됩니다.
표시하고 싶은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저장하고 싶은 Can-do에 체크 표시를 하고,
저장할 위치의 폴더를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면, 선택한 Can-do가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
Can-do가 이미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에는,
마크가 표시됩니다. 또,
를 다시
클릭하면 해당 Can-do를 폴더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Can-do 본문을 클릭하면, Can-do 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Can-do 를
수준단계별로 표시하거나 관련 Can-do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Can-do 폴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검색 조건을 표시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지정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Can-do 본문의 표시는 일본어와 영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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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 선생님의 활용 방법!
“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 카테고리의 Can-do를
살펴보면, 기술 내용의 수준 단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수준 단계는 B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B1 수준의
Can-do에 체크 표시를 한 후 Can-do 폴더에 넣습니다.

<B1 수준 단계 Can-do의 예>
“자신의 전문분야이며 익숙한 주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복잡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자기 나라에 관해 배우는 모임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 나라나 도시의
모습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Can-do 선택해서 넣기: 응용 편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Can-do의 상세 화면에서 관련 Can-do를 살펴보자
Can-do 본문을 클릭하면, Can-do 의 상세 화면이 표시됩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에서는 같은 수준 단계의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Can-do 나 같은 수준 단계의 전략
Can-do 와 능력 Can-do 를 “관련 Can-do”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이
에서 관련 Can-do 도
이용하고 싶은 Can-do 가 있을지 모릅니다.
살펴봅시다.

무사시 선생님의 활용 방법!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제가 선택한 B1 수준 “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
의 “자신의 전문분야이며 익숙한 주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복잡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와 관련된 Can-do를 살펴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항목 이외에 “말하기 전반”이나 같은 수준 단계의 전략
Can-do, 능력 Can-do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프레젠테이션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략 Can-do도 Can-do 폴더에 넣기로 했습니다.
<B1 수준: 산출의 전략 Can-do의 예>
“전하고 싶은 요점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수식함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

Can-do 폴더
목적이나 대상에 맞추어 “Can-do 폴더”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Can-do 폴더란 Can-do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코스 디자인, 교육과정 설계, 수업 설계,
교재개발, 테스트 개발 등 이용자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여러 개의 Can-do 폴더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do 폴더에는 <폴더의 사용 목적>, <폴더 이름>, <개요(예: 그 코스에서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등)>, <학습 시간 (예: 코스의 총시간)>
등을 기본정보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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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폴더”는 크게 2가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Can-do 폴더 편집하기]
Can-do 폴더의 기본 정보를 편집하거나 Can-do를 폴더에 넣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Can-do 편집하기]
Can-do 폴더에 넣은 Can-do 를 자신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고쳐쓰거나
새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Can-do 폴더 편집하기]
Can-do 폴더의 기본 정보를 편집할 때에는
“Can-do 폴더 기본 정보 편집”을 클릭해
편집 화면에서 편집하면 됩니다.
Can-do에 체크 표시를 하고

를

클릭하면, 해당 Can-do를 폴더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작: 넣기”를 선택하면
Can-do를 다른 폴더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Can-do는 등록 순서대로, 또는 새로운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유형”,
“수준단계”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Can-do를 한정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an-do 편집하기]
Can-do를 목적이나 대상에 맞게 편집해
자신의 오리지널 Can-do(MY Can-do)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 Can-do를
편집하기”를 클릭하면 Can-do 편집 화면이
표시됩니다.
수준단계,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의 수준단계의 특징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Can-do를 수정하면 됩니다.
新しいMY Can-doとして登録 する를
클릭하면, 편집한 Can-do가 MY Can-do로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
를 클릭하면, 전부
오리지널의 새로운 MY Can-do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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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 선생님의 활용 방법!
자신의 수업 목적이나 학습 대상에 맞추어 오리지널 Can-do 를 만들어
봅니다(MY Can-do 작성).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수준단계, 분류(종류, 언어 활동,
카테고리), 토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준단계,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의 수준단계의 특징이
표시됩니다. [조건], [주제 및 상황],
[대상], [행동]의 수준단계에 관한
특징적인 키워드를 참고로 하면서
Can-do 를 작성해 봅시다.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무사시 선생님의 활용 방법!
“자기 나라에 관해 배우는 모임에서 미리 준비 되어 있으면, 자기 나라나
도시의 모습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를
바탕으로 Can-do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준 단계나 카테고리는 바꾸지 않고,
주제 및 상황을 바꿔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회사 내의 세미나에서 자신이 조사한 타사 제품의 특징과 자사
제품과의 차이점 등을 일관성 있고 복잡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와 같은 MY
Can-do 가 작성되었습니다.

Can-do 의 구조
Can-do는 조건+주제 및 상황+대상+행동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CEFR의 활동 Can-do에 나타난 내용을 4가지 요소인 [조건], [주제 및 상황], [대상],
[행동]으로 나누어 수준 단계별로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4가지 요소를 수준 단계별로
특징을 나타냄에 따라 언어능력의 숙달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Y Can-do 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학습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준
단계를 특징짓는 4 가지 요소의 일부를 생략해 한 문장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35

Can-do 폴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n-do 폴더를 Excel 이나 CSV 형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 설명>
Can-do 폴더에 넣은 Can-do를 다양한
관점에서 도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Can-do 폴더를 출력하기 전에 정렬
기능과 필터 기능을 사용해 출력하고
싶은 Can-do를 정리합니다.
“수준단계별”로 출력할지“언어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활동별”로 출력할지를 선택해

또는

를 클릭하면 됩니다.
수준단계별 출력: 시트가 A1부터 C2까지
수준단계별로 나누어져 출력됩니다.
언어 활동별 출력: 시트가 수용, 산출,
상호행위, 텍스트, 언어 구조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화용적 능력별로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을 누르면 수준단계, 유형,
언어 활동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넣은 Can-do 를 도표로 만든 후 선택한
Can-do 가 자신의 목적이나 대상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를 분석한 후
Can-do 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로 되돌아가 Can-do 를 검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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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에 관한 힌트!
Excel의 포맷을 수정한다
교수 요목, 자기평가 체크 리스트, 수업 기록, 평가 시트 등 자신이 사용할 포맷으로 바꿉니다.
Can-do 를 사용하기 쉬운 순서로 정렬하거나 열과 행의 폭을 조정하고 폰트를 변경해
주십시오. 또한, 인쇄할 때에는 인쇄 범위를 확인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Excel 의 출력 이미지

민나노 “Can-do 사이트 이용하기

“청중 앞에서 말하기: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하기”
작성을 위해 필요한 Can-do 가 선택되었습니다!

민나노 “Can-do” 사이트는 일본어 교사의 교재 작성을 지원하는
“민나노 교재 사이트”(http://minnanokyozai. jp/)와 동일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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