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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거점국립대학 최초의 일본학과로서 일본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 일본사상, 일본정치경제, 일본어교육 등 전문지식
을 갖춘 교수들과 원어민 교수의 체제하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널리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공존이라는 특성을 살려 전공에 적합한 학제
적인 교과과정을 모색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공체제를 충실하게 확립하였다.
현재 일본학전공에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관련 기관인 일본연구센터(인문과학연구소 부설)를 설치
해 일본 관련 교류의 국내·외적인 활동을 적극추진 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일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
추고 있다. 위 체제하에서 보다 체계화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터전과 기틀을 마련하였고, 향후 환동해권 지
역의 선구적이고 독보적인 일본학 관련 인재양성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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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자랑거리
글로벌 지향 학과
(외국인 교수 2명, 학과 내 외국인 유학생 11명, 활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진행)
유학기회가 많은 학과
(일본 각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대와의 교환학생 시스템 구축하여 매 년 약 10여명
규모의 교환유학 프로그램 실시)

학년별 교육과정
1

초급일본어1, 초급일본어2, 일본학개설1, 일본학개설2, 일본어회화1, 일본어회화2,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동
아시아 문학의 이해, 일본문화와 상식

2

일본어문법, 일본문학개론, 일본사1, 일본사회의 이해, 일본정치론,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언어문화의 실제, 일본고
전문학, 일본사2, 일본사상입문, 일본경제의 이해, 일본어작문1, 일본어교육론

3

일본어학의 이해, 도쿠가와 시대의 문예, 한일교류사, 일본전통사상, 일본기업경영의 이론과 실제, 일본어작문2,
일본어 논리 및 논술, 일본어의 경어표현, 일본근현대문학, 일본인의 정신문화사, 근현대일본사상, 한일관계론, 고
급일본어회화,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4

재일한국인과 일본어문학, 한일문화비교론, 동아시아 비교사상, 일본문학과 번역, 테마일본사, 국제사회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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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졸업 후 진로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얼마 전 까지는 일본어 교육이었는데 최근에는 통번역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

학사, 전공 관련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공공기관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일반기업
외국계(일본) 기업,
무역 관련 기업
(해외영업, 수출입 영업 및 관리),
관광 관련 기업
(관광공사, 통번역, 호텔 등)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역시 관심 있는 분야인 통·번역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일본어 경어의 이해(신아사/백동선)
도쿠가와 시대의 문학 연구(보고사/황소연)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경인문화사/박이순),
일본사상사(논형/사토 히로오 외 4명 저, 이희복 외 5명 역)
콤팩트 국제관계학(전략과 문화/다나카 아키히코 외 1명 저, 현진덕 외 5명 역)

College of Humanities
Division
Business Administration

지도 일본에 관한 컨텐츠가 많아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학

경영대학
인문학부

재학생 인터뷰

자랑스러운 동문
심승섭(98학번) (주)쿠라시키

조영제(99학번) (주)세키스이화학공업

김택률(00학번) 농협

홍현기(01학번) 메리츠화재

유길완(02학번) (주)한국스미토모

박미숙(03학번) (주)네이버

최근 3년간 취업자
김동영(07학번) 한국오츠카제약

배성은(08학번) 세븐일레븐

이승우(09학번) (주)롯데호텔

심예린(10학번) KB국민은행

장채린(11학번) 서울 중랑구청

박영선(12학번)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건강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관계 사업을 하고 싶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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