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쿠쇼쿠대학 별과 일본어교육과정

역사와 실적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일본어 교육을 실천

일본에서 공부한 후 장차 모국 또는 일본 및 세계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학생 여러분, 
1972년에 개설된 타쿠쇼쿠대학 별과는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할 때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47년의 역사와 4,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꼭 이곳에서 유학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타쿠쇼쿠대학

별과 일본어교육과정에

별과 일본어교육과정의 특색

‘봄 입학’,  ‘가을 입학’부터 1 년간의 기본 코스 , 
진로 등에 따라 학습 기간을 연장 (6 개월마다 ) 할 수 있습니다※ .

POINT

1

일본어 능력별 반 편성, 숙련도에 맞춘 학습, 
국공사립대학 및 대학원 등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합니다.

POINT

3

수업료는 연 2회 (전기, 후기) 의 분할 납부입니다.

POINT

2

타쿠쇼쿠대학으로의 편입학, 
추천입학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POINT

4
POINT

5
가장 가까운 역은 묘가다니역으로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에서 약 20분 소요되며, 
타쿠쇼쿠대학 상학부 및 정경학부와 같은 
캠퍼스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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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입학’,  ‘가을 입학’ 부터 1 년간의 기본 코스는 진로에 따라 학습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코스 설명※

2020 ▶▶ 2021 ▶▶

2022 ▶▶

봄 입학

봄 입학

가을 입학

가을 입학

연간 행사

(1년)

연간 행사

(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본 코스 (1년간)

봄 입학식

기본 코스 (1년간)

(이미지)

(여름 방학)

(2년 코스 편입 합격, 수업료 납부, 비자 갱신)

(1.5년 코스 편입 합격, 수업료 납부, 비자 갱신)

(대학 축제) (겨울 방학) (봄 방학)

(1.5년 코스 편입 합격, 수업료 납부, 비자 갱신)

(2년 코스 편입 합격, 수업료 납부, 비자 갱신)

반 편성 시험

진학 설명회 춘계 연수 여행

진학 설명회

전통예능 감상회

가을 학기 통일 시험

봄 학기 통일 시험 정기 시험

일본어능력시험 가을 입학식

반 편성 시험

진학 설명회

추계 연수 여행

진학 설명회 스피치 대회

진학 설명회

크리스마스 파티

정기 시험

수료자 발표 수료식

송별 파티

‘봄 입학’, ‘가을 입학’은 
1년이 기본 코스이지만 진로 
등에 따라 일본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6 개월씩 단계적으로 
코스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학업 
성적 심사 및 인정이 필요합
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연장 코스 제도

면접

면접 면접

일본어능력시험

6개월 연장
(1.5년 코스) 6개월 연장 (2년 코스)

기본 코스 (1년간)
6개월 연장 (1.5년 코스)

6개월 연장 (2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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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쿠쇼쿠대학 별과 일본어교육과정

일본어

영　어

일본 사정
일본 생활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일본의 사회 생활 문화 등을 배웁니다.

봄, 가을 연수 여행 및 전통예능 감상교실에 참여합니다.

필수 과목은 전원이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 (2019년도 예)

일본 유학 시험 ‘수학 코스1(문과)’,  ‘수학 코스2(이과)’의 입시 대책을 하는 수업입니다.수학（문과・이과）

일본 유학 시험 ‘이과’의 입시 대책을 하는 수업입니다.화학／물리／생물

일본어 기초 실력을 쌓는 수업입니다.초급 일본어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TOEIC ／ TOEFL 성적 향상을 위한 수업입니다.TOEIC 대책 ／ TOEFL 대책

일본 유학 시험 ‘종합 과목’의 입시 대책을 하는 수업입니다.현대 사회／지리・역사

희망하는 진로의 입학시험 과목에 따라 선택해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2019년도 예)

일본어 능력별 학급에서 단계적으로 배웁니다.

일본어 수준에 대하여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배우는 데 필요한 일본어를 학습합니다. 

‘쓰기／읽기／말하기／듣기’의 네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습득함으로써 대학 및 대학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 표기

1 문법

2 문형

3 초급

6 회화3 독해

2 독해

4 작문 5 청해

7 연습

다음 과목 중에서 자신의 목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합니다.

①일본어 (입문, 초급, 중급, 초•중급 한자, 중급 회화, 다독)  ②일본어능력시험 대책 (N1-N4)

③일본어 (타쿠쇼쿠대학 특별 진학, 대학원 진학, 국공립대학 진학／EJU)

영문법을 중심으로 배워 대학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학급 수준에 따른 ‘쓰기／읽기／말하기／듣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어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지시를 듣고 의뢰하는 등 간단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기　초

일본어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일상의 제한된 장면(쇼핑, 주문, 장소 묻기, 약속 등)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초　급

모국어 화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학문적 차원의 논의 및 프레젠테이션, 업무 협상이 가능합니다.특　급

강의나 업무 등 폭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습득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화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진학자에게 필요한 N1 수준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상　급

강의나 업무 등 폭넓은 장면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화제가 넓어집니다.

전문학교 및 대학 진학자에게 최소한 필요한 N2 수준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상급

일상 상황에서 쓰이는 일본어 표현 및 어휘를 이해하고 일상적인 화제에는 준비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급 학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한자력의 기초를 다지고 어휘력을 강화합니다.초중급

일상 장면에서 쓰이는 N3 수준 정도의 일본어 표현 및 어휘를 거의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 화자와 소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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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본어 수업이 있습니다.

시간표（2019년도 예）

● 타쿠쇼쿠대학, 타쿠쇼쿠대학 홋카이도단기대학 추천입학 시험 제도 
(추천 기준 있음)

● 타쿠쇼쿠대학의 학부로 편입하는 편입학 시험 제도 
(모국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심사 있음)

● 타쿠쇼쿠대학 및 타쿠쇼쿠대학 홋카이도단기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의 입
학금 일부를 감면

수료식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됩니다. 수업료는 연 2회 (전기・후기) 의 분할 납부입니다.

학　비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는 문의 바랍니다.

장학금

진로 지도를 통해 여러 대학, 대학원, 전문 분야로 진학합니다.

진학 대상

최근의 주요 진학처 (5년간)
● 대학원…타쿠쇼쿠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가쿠슈인대학, 

간세이가쿠인대학, 호세이대학, 니혼대학, 국제교양대학, 사이타마대학, 

수도대학도쿄, 츠쿠바대학, 도쿄대학, 도쿄예술대학, 도쿄이과대학, 

도쿄전기대학, 히토츠바시대학, 무사시노대학, 무로란공업대학, 

메이지대학, 요코하마국립대학, 와세다대학,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외

● 대학…타쿠쇼쿠대학, 오비히로축산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수도대학도쿄, 다마미술대학, 치바대학, 추오대학, 도쿄대학, 

도쿄외국어대학, 도쿄해양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이과대학, 

나고야대학, 나가오카조형대학, 류큐대학, 

니혼대학, 히토츠바시대학, 메이지대학 외

●단기대학…타쿠쇼쿠대학 홋카이도단기대학 

●전문학교…각종 전문학교 (관광, 조리 등)

타쿠쇼쿠대학 등 진학

진학 설명회

교시
요일

수업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1교시
 9：00 ～ 9：45
（5분 휴식）

9：50～10：35

필수

일본어

필수

일본어

필수

일본어

필수

일본 사정

필수

일본어

선택

이과 수학

2교시
10：40 ～ 11：25

（5분 휴식）

11：30～12：15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HR 일본어

물리
문과 수학

3교시
12：50 ～ 13：35

（5분 휴식）

13：40～14：25

선택 필수
일본어 연습

일본어
영어（문법）

선택 필수
일본어 연습

일본어
일본어

영어（독해）
필수 초급 영어

4교시
14：35 ～ 15：20

（5분 휴식）

15：25～16：10
일본어

일본어
영어（문법）

선택 생물 일본어
일본어

영어 (독해 )

5교시
16：20 ～ 17：05

（5분 휴식）

17：10～17：55
선택

화학
현대 사회

선택
지리・역사
TOEIC 대책

선택 진로 대책 선택
TOEFL 대책
초급 일본어

시　기 입학금 수업료 합　계

봄 입학
125,000 엔

전기 252,500 엔

후기 252,500 엔
630,000 엔（1년간）

가을 입학

타쿠쇼쿠대학 별과 장학금 150,000엔 약 8 명

타쿠쇼쿠대학 별과 일본어능력시험 표창

최우수상 30,000엔 1 명

우수상 20,000엔 2 명

노력상 10,000엔 7 명

공익재단법인 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 장학금 월액 60,000엔 1～2명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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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1년간 일을 했고, 그 후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와 일

본에 갔을 때 일본이 무척 좋아져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타쿠

쇼쿠대학 별과는 어머니의 지인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과에서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다음 

영상 관련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도쿄예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생

님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신 덕

분에 도쿄예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배급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
산둥성 라이산 제일중학
 (고등학교) 출신
타쿠쇼쿠대학 국제학부 
국제학과

賀　靖
（가 세이／ HE JING）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했고 특히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특히 연구 개발이 활발한 일본에서 공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타쿠쇼쿠대학 출신의 선생님에게 별과를 소

개받았습니다. 입학 후 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의 장학금을 받았

고, 별과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 하에 일본어 등을 학습한 결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타쿠쇼쿠대학 공학부에서는 기

계 시스템 공학을 배웠으며 앞

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교육을 기

술적으로 발전시켜 일본처럼 발

전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

고 싶습니다.

대만
국립대만예술대학 출신
도쿄예술대학 영상연구과
영상전공프로듀스학과

方　翎
（황 링／ FANG LING）

인도네시아
SMA TRENSAINS TEBUIRENG 
(고등학교) 출신
타쿠쇼쿠대학 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과

MUHAMMAD 
SANSURI RASYID
(무함마드 산수리 라시드)

별과 학습자 MESSAGE

봄・가을 연수 여행, 전통예능 감상교실

봄에는 1박 2일, 가을에는 일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1일 연수 여행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유산을 관람하거나 수타 소바 체험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바베큐를 즐기는 등 교류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통예능・가부키 감상, 스모, 에도시대의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스피치 대회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 학급 대표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

표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원특별상, 노력상을 정하는 등 1년을 

마무리하는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런 　　　,　　　 도 있어요!

수업 대회

2018년도 별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 스피치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분쿄 유학생 기숙사에서 

벚꽃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닛코로 갔던 연수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많은 일본인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고 타

쿠쇼쿠대학 별과가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별과 선생님들은 때로는 엄

하고 때로는 상냥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연수 여행, 스피치 대회 등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

도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단체 활동 시간이 있어 대학생과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외의 선택 

과목도 풍부하고, 일본어능력시험 

응시를 준비하기에도 좋습니다. 별

과 장학금을 받아 타쿠쇼쿠대학 국

제학부에 추천 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국제

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매우 좋아해 늘 태국어 자막으로 

즐겨 봤습니다. 그러다 자막 없이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어를 배

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쿠쇼쿠대학 별과는 JASSO STUDT IN JAPAN 

FAIR에서 알게 됐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으로 조사하

며 좋은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어 입학하게 됐습니다. 진학 코스별 학

급도 있고, 진로별 상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카야마국제교육재

단의 장학금을 받아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별과 수료 후

에는 일본어를 더 공부하기 위해 

타쿠쇼쿠대학 대학원 언어교육연

구과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태국
SRINAKHARINWIROT UNIVERSTY 
출신
타쿠쇼쿠대학 별과 일본어교육과정
1.5년 코스 재학 중

LERDLAMNAOCHAI 
SIRAD

（루트람나오차이 시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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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別科 日本語教育課程の施設／ Takushoku University Intensive Japanese Language Program Facilities／
大学别科 日语教育课程的设施／大學別科 日語教育課程的設施／대학 및 별과 일본어교육과정 시설／

Cơ sở vật chất trong trường Đại học và Khoa đào tạo tiếng Nhật／

■別科学舎
■ Intensive Japanese Language Program Building
■别科校舍
■別科校舍
■별과 학사
■ Khu học xá Khoa đào tạo tiếng Nhật
■

■拓殖大学文京キャンパス
■ Takushoku University Bunkyo Campus
■拓殖大学文京校区
■拓殖大學文京校區
■타쿠쇼쿠대학 분쿄 캠퍼스
■ Khuôn viên Bunkyo thuộc Đại học Takushoku
■

■文京留学生寮（女子寮） ※定員58名
■ Bunkyo International Student Dormitory (Women-Only) *Capacity: 58 students
■文京留学生宿舍（女生宿舍） ※定员58名

■文京留學生宿舍（女生宿舍） ※可容納58人

■분쿄 유학생 기숙사（여자 기숙사） ※정원 58명

■ Ký túc xá du học sinh Bunkyo (Ký túc xá nữ) *Có sức chứa 58 người
■  

■図書館
■ Library
■图书馆
■圖書館
■도서관
■ Thư viện
■

■学生食堂
■ Cafeteria
■学生食堂
■學生食堂
■학생식당
■ Nhà ăn sinh viên
■

■医務室
■Medical Office
■医务室
■醫務室
■양호실
■ Phòng y tế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