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ese Pronunciation
for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본어 발음 (JPC)

프

프로모션비디오클릭

https://youtu.be/VUc39TwWPiM

2022년 4월 5일, 재개강합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수강 가능)

등록 방법과 컨텐츠를 소개합니다.

https://youtu.be/VUc39TwWPiM
https://youtu.be/VUc39TwWPiM
https://youtu.be/VUc39TwWPiM


일본어 발음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2016년가을에시작한온라인강좌
Japanese Pronunciation for Communication 에등록하여
5주동안의일본어발음레슨프로그램에도전해보세요!

일본어발음교육의전문가로구성된연구진이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는와세다대학교도다다카코교수,
공동연구자도쿄대학교오쿠보마사코조교, 천선영조교등)

본강좌는미국의명문대학하버드대학과 MIT 가공동으로
설립한 edX (에드엑스) 에서제공합니다.

회원가입을하시면무료로강좌를들으실수있습니다.
수료증을발급받고자하시는경우, 수수료가부과됩니다.

일본유학, 취직에도움이되는일본어발음학습과이수증획득
두마리의토끼를잡을수있는절호의기회, 놓치지마세요!



그럼 edX 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https://www.edx.org/ 를 입력

1) 로그인
또는
2)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56만 9천명?! 오늘 edX 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런 걸 왜 나만 모르고 있었지?)

QR 코드로도
접속 가능

https://www.edx.org/


1) 이미 회원 가입하신 분은
로그인 (Sign in) 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클릭

회원 가입 시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2) edX 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회원 가입 (Register) 을 클릭해 주세요!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명

이메일

사이트 내 표시명

패스워드

나라 (‘대한민국’을 입력해주세요.)

어카운트 만들기 클릭!



검색창에 Japanese Pronunciation for 
Communication 을 입력합니다.

검색창



검색창 밑에 나타난 강좌명을 클릭합니다. 

클릭



Japanese Pronunciation for Communication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좌 등록 (Enroll) 클릭!!

프로모션
비디오

무료입니다!

5주 동안의 프로그램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주당 3~5시간의 학습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 세계의 7만명이 넘는 일본어 학습자가 이미 JPC 에 등록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해 주세요.

QR 코드로도
접속 가능



수료증이 필요 없으시면
FREE 쪽을 선택해 주세요. 
(등록일로부터 5주 동안 수강 가능)

단,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edX 에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코스 시작하기

코스 시작하기 (Start course) 를 클릭!!



JPC 강좌 구성 내용을 살펴볼까요?

각 단원은 6가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발음 포인트

②회화로 배우는 일본어 발음과 문화

③섀도잉 연습용 소재

④세계의 일본어 음성 교육

⑤발음 포럼

⑥퀴즈

전체 5회분의 강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0회: 강좌 개요)

제1회: 발음 포인트

제2회: 악센트

제3회: 인토네이션

제4회: 구어체의 발음

제5회: 발음의 달인



(제0회: 강좌 개요)

짧은 비디오 영상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끝나면 그 다음 비디오 마크를 클릭하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어 번역 파일

한국어 자막 표시



① 발음 포인트

강의에서 소개한 표현을 따로
재생할 수 있어 자신의 페이스에
맟추어 연습할 수 있습니다.



② 회화로 배우는 일본어 발음과 문화

한국어 자막은 물론,

일본어와 한국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어 리스트를 클릭하여
음성을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 교재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일본어 발음을 익힐 수 있습니다.



컬쳐 소개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읽기 교재입니다.

한국어 번역 파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소개한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③ 섀도잉 연습용 소재

일본어 스크립트와 한국어 번역 파일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섀도잉할 수 있도록 연습용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3가지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④ 세계의 일본어 음성 교육

단원별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화자에게

특화한 발음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화자를 위한 발음 레슨은
제2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 번역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발음 포럼

단원별로 배운 내용에 대해
수강생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게시판을 클릭하여 전 세계의 일본어 학습자의
토론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전 세계의 일본어 학습자와
발음 학습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해 봅시다.



⑥ 퀴즈

단원별로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는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듣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잘 이해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JPC 강의를 정지한 위치부터 다시 시작하기

코스 재개 (Resume course) 를 클릭!!

정지한 위치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강좌 목록 화면 (Dashboard)

강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