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교육코스

일본대학  문리학부
일본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이공학연구과 ( 지리학전공 ),  종합기초과학연구과 소속의 학생도  본  코스를

수강가능합니다

〈연구생 전기 후기 접수〉



일본어교육코스
일본대학  문리학부와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는 다양화하며 글로벌한 시대에 대응한  교육환경을  목표
로  2020년  4월에  ‘일본어교육코스’ 를  개강하였습니다.  일본어능력의  향상과  함께  일본어교육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합니다．

일본대학에  대해서
일본대학은 1889년에 창설된 일본법률학교를 
전신으로 한 일본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종합대학
입니다. 법학부・문리학부・경제학부・예술학
부 등의 문계학부와 이공학부・의학부・생물자
원과학부 등의 이계・의치약계학부를 포함한 16
학부 및 문학연구과・이공학연구과・종합기초
과학연구과를 포함한 19대학원연구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일본대학문리학부에  대해서
문리학부는 인문계・사회계・이학계의 3계통 
18학과의 종합학부로서 ‘문(文)’ 과 ‘이(理)’ 의 
횡단과 융합이 특색인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는 
종합교양학부입니다. 1901년, 교원양성학교로
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많은 교원을 배출함과 동
시에 일본사회와 문화를 짊어나가는 많은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대는 국가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왕래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화의 물결에 역류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 반대로, 지금 
우리는 인류와 세계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복원력)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커뮤니
케이션 기술(ICT)의 발달과 그 힘을 빌려, 물리적인 공간과 이동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글로벌화를 단번에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다문화 공생사
회의 핵심은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경입니다. 일본어・일본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유학생과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자각적자세를 가진 일본인학생이 함께 배워
나감으로써, 팬데믹 후의 새로운 다문화 공생사회를 보다 잘 헤쳐나가는 힘을 길러 세계에
서 활약하기를 기원합니다. 

학부장  인사

일본대학  문리학부장

오카 타카시  교수

글로벌화  시대를 짊어  나갈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팅’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개강중이며,  더불어  대학원
에는  장래  아카데믹라이팅의  지도자로서  교단에  설  때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는  ‘아카데믹라이팅  지도’  과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  모두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이수가능한  과
목입니다.
일반적인  일본어과목  외에  취직활동이나  실제  비즈니스장면에
서  활용도가  높은  표현을  배우는  ‘비즈니스일본어’ 과목도 수강
가능합니다.

소속학과를  불문하고  이수가능한  학부개설의 종합교육과목의  국
제교양과목군  내용이  알찹니다.  일본의  역사・사회・문학・문
화・지리  등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국제일본학’ 의  과목수가  

풍부합니다.  또한  유학생과  일본
어원어민이  일본학을  테마로  토
의를  하며  함께  배워가는  ‘국제
일본학입문’ 과목을 개강중입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학술적인  문장
의  표현법을  배우는  ‘아카데믹라

 ‘국제교양과목군’   ‘아카데믹라이팅’과목을 개강

학부
기초코스
일본어  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
일본어교수법 입문 및 일본어교육실습 등 지정된 일
본어 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면  
학부에서  ‘기초코스’    수료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대학원
기초코스  
응용코스

일본어  교사로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
대학원에도 , 학부와는 별도의 ‘기초코스’와 더 높은 레벨의 ‘응
용코스’ 를 개설 . 지정 과목군에서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면 
대학원에서 ‘기초코스’ 수료증명서 , ‘응용코스’ 수료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대학원에서는  ‘일본어교육코스’ 에  소속된  교원
이  지도  교원이  되며,  일본어  교육을  주제로  석사  논문  및  
박사  논문을  집필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에 학부와 대학원에 일본어교육코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본 코스에서는 전문직으로서 본격적인 교사
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물론, 인문계・사회계・이학계 각각의 소속학과와 대학원문학연구과・이공학연구
과(지리학전공)・종합기초과학연구과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을 배워가면서 국제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어교육의 기초적지식과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교육코스

일본어교육코스의 가지  포인트

●외국어 살롱 ( 영어・중국어・한국어）
●랭귀지 익스체인지 ( 언어교환학습 ) 

●외국인유학생 교류회
●유학생연수여행 등

2020년도에 외국어교육센터(FLEC), 유학생서포트실, 일본어교육
센터를 통합한 글로벌교육연구센터(GREC)가 신설되었습니다. 
유학생서포트실은 교직원과 함께 재학생인  ‘유학생서포터’가 유학
생의 생활과 학습전반에 걸쳐 지원을 합니다.  일본어교재와 참고서
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문리학부 ３호관 ２층
전 화：０３－５３１７－９３８８　　
mail：chs.ryugaku-jimu@nihon-u.ac.jp

유학생서포트실

자신의 전문분야를 배워가면서 외
국어로서의 일본어를 가르치는 데
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코스 수료후에 발행
되는 수료증명서도 당신의 장래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일본어교육코스에서  취득한  단위
는  전공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수료  요건  단위에  포함되며 ,  각
각의  전문  분야를  배워가면서  일
본어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취업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
에서도  다양한  인재  육성  방안으
로  일본어  교육의  지식  및  스킬
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생에게도  해외  학생
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다양화된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유학생서포트실은 같은 유학생 , 유학생과 일본어원어민와의 교류의 장！



철학전공
사학전공
일본사전공
외국사전공

국문학전공
중국학전공
영문학전공
독문학전공

사회학전공
교육학전공
심리학전공

일본대학  문리학부

일본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이공학연구과　지리학전공

종합기초과학연구과
지구정보수리과학 전공，상관이화학 전공

문리학부의  캠퍼스는  
도쿄의  세타가야구에  있습니다.  캠퍼스는  신주쿠・시부야에서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한적한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자연이  
풍부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156-8550  東京都世田谷区桜上水 3-25-40인문계학과

철학과
사학과
국문학과
중국어중국문화학과
영문학과
독문학과

사회계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체육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이학계학과
지구과학과
수학과
정보과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일본어교육코스  담당 교원
다나카  유카리  글로벌교육연구센터장 , 교수

김  애란  준교수

리  테이  조교

사회언어학, 방언연구,  음성학 · 음운론,  발음교육

어휘론・의미론,  코퍼스언어학,  문장표현교육,  어휘교육

대우커뮤니케이션연구,  문장 · 담화론,  일본어교수법

일본국내외에서  문리학부  캠퍼스에  와주신  여러분과  언어를  통해  사회와  시대를  해석하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다양화  및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을  불문하고  서로  배움을  얻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제 2 언어로  습득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과  깨달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익숙하게  여겼던  풍경 ( 일본어 ) 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코스를  통해  함께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교사만의  강점을  살린  교육  실천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학습자
를  서포트함과  동시에,  다문화  공생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주체자로서도  
학습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촬영 : 아사노 카즈야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전문  분야

메시지

이노우에  마사루  교수
문법・의미,  일본어와  중국어의  대조연구,  문법교육

대조연구는  다른  종류의  여러가지  사물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공평하게  보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생각하는  연구입니다.  대조연구의  감각은  이문화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본어
교육코스에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문  분야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노다  히사시  교수
문법 , 문법교육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본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외국어로서  함께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배워  나갑시다 .

전문  분야

메시지

Contact
https://chs.nihon-u.ac.jp/international/grec/japanese-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