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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세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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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학의 정신

교육이념

교육지침

「 자기류 」

「 실 학 」

자기류란 삶의 철학 그 자체로, 자신이

실천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체득한다

노력을 모든 것의 기반으로 하며
편견을 버리고

사립대학

 
학과

위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실학을 통해 창조력 및 인간미 풍부한

능력으로 만들어 행동하며, 그 결과에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본 대학은
이러한 자기류의 삶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 수

「 개방성 」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치우침 없이 폭넓게 배운다

약


(2019년도)

목차

02

학장 메시지

04

ABOUT CAMPUS

06

학부 소개

16

시설 소개

17

G LO B A L N E T W O R K

18

하치오지 캠퍼스 라이프

24

우쓰노미야 캠퍼스 라이프

28

취업 지원

29

지원 안내·장학금 제도



「 국제성 」
이문화 이해의 학습 및 체험을 한다

단기대학

약



명

(2019년도)

이루어야 할 일과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여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며

유학생 수

학부

명



개국

해외 제휴교
제휴 병원

졸업생 수

약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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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메 시지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기류(自分流 )”를

테이쿄대학의 역사

습득하여 사회에서 크게 활약하자

2016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테이쿄대학은



테이쿄대학의 개교
하치오지 캠퍼스(도쿄도)에 문학부·경제학부의 2학부,
입학 정원 200명으로 개교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 테이쿄대학 이사장·학장으로
오키나가 요시히토가 취임

창립 당시에 내건 건학의 정신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탐구 방법, 문제의
해결 방법 및 과제에 맞서 나가는 자세를 역설한 평생의 이념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은 지금 ‘역사를 능가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확실하게 내딛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한발짝이라도
성장한 내일을 목표로 새로운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 이래의 교육방침인 ‘실학’ , ‘국제성’ 그리고





법학부 설치

이타바시 캠퍼스(도쿄도)에
의학부·의학부 부속병원을 설치

‘개방성’을 다시 정의하여 더욱 강화시켜 나갑니다.
하치오지 캠퍼스에는 새로운 대학 건물 ‘SORATIO SQUARE(소라티오 스퀘어)’가
설립되었으며, 이타바시 캠퍼스에는 의료계 3개 학부가 집결하여 인접한 의학부



사가미코 캠퍼스(가나가와현)에
약학부를 설치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현대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팀 의료 교육을 실천적으로 펼칩니다.







의료기술학부 설치

후쿠오카 캠퍼스(후쿠오카현)에
후쿠오카 의료기술학부를 설치
외국어학부 설치

이타바시 캠퍼스에
의학부 부속병원 리뉴얼

우쓰노미야 캠퍼스에서는 지역 밀착형 환경에서 세미나와 연구에
몰입하고, 후쿠오카 캠퍼스에서는 지역의료에 공헌하기 위해
팀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캠퍼스는 내실화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우쓰노미야 캠퍼스(도치기현)에
이공학부를 설치
의학계·문과계·이공계의 '종합대학'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학부 설치

본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이건 정말 누구보다도 노력했다” 또는 “이건
정말 철저하게 배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는 올바른
자세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인생의 양식이 됩니다.

이타바시 캠퍼스 리뉴얼
의학부·약학부·의료기술학부의
의학계 3학부가 집결



후쿠오카 캠퍼스에
신캠퍼스를 준공하여 이전

테이쿄대학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자기류( 自分流 )”를 연마하여 빛나는 미래를 개척해 주십시오.

이사장·학장

Yoshihito Okinaga
도쿄도 출생. 게이오대학 이공학부
졸업 후 게이오 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현재 학교법인
테이쿄대학 이사장, 테이쿄대학 학장,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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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오지 캠퍼스에 신교사동
'SORATIO SQUARE'가 완성
'실학', '국제성', '개방성'이라는 교육 지침을 축으로
더욱 충실한 교육 환경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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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쿄 대학의 5개 캠퍼스

우쓰노미야 캠퍼스

이타바시 캠퍼스

하치오지 캠퍼스

경제학부

경제학 연구과

경제학부

외국어학부

경제학 연구과

지역경제학부

지역경제정책학 전공

이공학 연구과

기계·정밀시스템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 코스,
헬리콥터 조종사 코스)
정보전자공학과
바이오사이언스학과
정보과학과 통신교육과정

종합이공학 전공
〈통신교육과정〉정보과학 전공

외국어학과
(영어 코스, 독일어 코스,
프랑스어 코스, 스페인어 코스,
중국어 코스 한국어 코스)

경제학 전공
경영학 전공

이공학부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교육학부

법률학 전공

법학부

의료기술학 연구과

법률학과
정치학과

유도정복학 전공

일본문화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의학 연구과

이바라키

의학 전공

약학부

시능교정학과
간호학과
진료방사선학과
임상검사학과
스포츠의료학과
(구급구명사 코스)

문학 연구과
일본문화 전공
일본서·문화재학 전공
임상심리학 전공
심리학 전공

의료기술학부
스포츠의료학과
(건강스포츠 코스)

외국어 연구과
초월문화 전공

테이쿄 Study Abroad Center
일본어예비교육 과정

약학 연구과
의료기술학부

교육문화학과
초등교육학과
(초등교육 코스,
아동교육 코스)

문학부

의료기술학부
유도정복학과

의학부

법학 연구과

교직 연구과

약학 전공

교직실천 전공

의료기술학 연구과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시능교정학 전공
간호학 전공
진료방사선학 전공
임상검사학 전공
구급구호학 전공

인간문화학과
현대비즈니스학과

도쿄

조산학 전공과

우쓰노미야
캠퍼스

공중위생학 연구과
공중위생학 전공

후쿠오카

가스미가세키 캠퍼스
닛코

가스미가세키 캠퍼스 사무실
테이쿄대학 오키나가종합연구소

우쓰노미야
오미야

교통 안내

덴진

지하철
공항선

나카스카와바타

하카타

신칸
규슈

보건학 연구과

이학요법학과
작업요법학과
간호학과
진료방사선학과
의료기술학과
(구급구명사 코스,
임상공학 코스)

진료방사선과학 전공
간호학 전공

가고시마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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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의료기술학부

니시테쓰 덴진 오무타선

센

후쿠오카 공항

후쿠오카
캠퍼스

후쿠오카 캠퍼스

쿄선

가고시마 본선

니시테쓰
후쿠오카

주조

이타바시
캠퍼스

각 캠퍼스 교통 맵

·
야선
미
인
노 라
우쓰 쿠
JR 신주
쇼난
센
신칸
쿠
도호

다치카와미나미

JR

하치오지
캠퍼스

다
마
모
노
레
일

사이

나리타 공항
이케부쿠로

게이오선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
신주쿠

다카하타후도

우에노

아키하바라

가스미가세키
캠퍼스

JR 야마노테선

오쓰카·테이쿄다이가쿠

구루메
지쿠고후나고야

신오무타

오무타

다마센터
시나가와

도쿄

구마모토

하네다 공항
5

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법학부
사회의 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
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경제학부

대학원 진 학 을 목 표 로 ,

변혁기를 맞이하는 경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

소꿉친구의 부모님이 법학 교사를 하던 영향도

법률의 기 초 를 익 히 고 있 습 니 다 .

받아서,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법대에 진학.
테이쿄대학의 장점은 학내에 모의 법정이 있어서
리얼한 법정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경영과 회계 지식을 기르고,

대학원 진학도 내다보고 지금은 형법, 민법,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법 등의 기초를 익히고 있습니다.
법률학과

세계 각국과 함께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매크로

중국

Shuo Gao

경제 및 경영 전략 등 경영의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유학생도 많으며,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에 경영학과 국제 감각을
몸에 익히고, 장차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영학과
한국

Yujin Kim

하

하

경제학과

하

경제 동향을 분석해 문제 해결에 임하는
능력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를 육성
・ 각계 출신 교수진에 따른

국제경제학과

국제화, 국제경제, 아시아경제에 대해
깊이 배워 이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 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를

실학 중심의 커리큘럼

・ 경제를 배우는 첫걸음이 되는

비롯해 사회와 정치를 배운다

・ 미국, EU, 러시아 극동,

폭넓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세계 각국의 경제를 배운다

・ 영어실력 향상을 중시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

해외에서의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하

경영학과

하

폭넓은 교양, 풍부한 국제감각,
확실한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 목적에 맞추어 입학 후에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코스

・ 관광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를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3개 레벨 설정

・ 실학을 중시한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학과

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 경제의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지역 활성화와 재생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육성

・ 실제 사회를 알기 위한

하

정치학과

법학에 관한 지식과 법적 사고능력
육성을 중심으로 한 실학 교육을 실시

국제적 시각, 넓은 지적 관심을 가지고 다면적으로 활약하는,
정치적 지식, 정책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 개개인의 흥미와 목표에 맞추어

・ 목표로 잡은 장래에 맞추어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통적으로 배우는 3가지 전문코스

・ 실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인간 형성을 중시한 교육

・ 실력있는 교수진에 의한

・ 국제화에 대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 학부의 틀을 뛰어넘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코스 소개

실천적 강의를 전개

○ 공공정책 코스

코스 소개

○ 정치 코스

필드 워크를 중시

・ 다방면에서 지역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

○ 사법 코스
○ 비즈니스 법률 코스
○ 현대사회와 법 코스

관광경영학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개개인의 성취도에 맞춰 소인원이

우

법률학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 관광 비즈니스의 현장을 모델로 하여
실학에 근거한 다채로운 전문교육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

・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

6

하 하치오지 캠퍼스

이 이타바시 캠퍼스

우 우쓰노미야 캠퍼스

후 후쿠오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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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외국어학부
실천적인 언어 교육을 통해 진정한 국제인을 육성한다.
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문학부

원어민 선 생 님 에 게 수 업 을 받 으 며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성과 폭넓은 교양을 기른다.

어학을 할 수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도울 수

영어의 기 초 능 력 을 기 르 고 있 습 니 다 .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어학과에 입학. 이 학과는
소수 학급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매력적입니다. '스피킹&리스닝'은 원어민
선생님이 문법이나 발음을 꼼꼼히 체크해주는

일본 문화나 일본 문학 등 좋아하는

실천적인 수업으로, 영어 실력이 단련되고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학과 영어 코스

일본 소설의 번역본을 읽은 것을 계기로 독학으로
중국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어학과

Di Wang

문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쁩니다.
수업 후에는 밴드부에서 멤버들과 함께 연습에
힘쓰는 등,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문화학과
캐나다

Jimmy Martel

하

외국어학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어학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육성
・ 유학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언어를 배운다
・ GLOBAL CAMPUS PROGRAM 전원 유학
・ 유학 후의 후속 학습

GLOBAL CAMPUS PROGRAM
1학년~2학년 봄학기
유학 전의 집중 어학 프로그램
2학년 가을학기
전원 유학
한 학기의 해외 유학. 원칙적으로 2학년 가을학기에 전원이

하

하

사학과

유학.
3~4학년

○ 영어 코스

○ 스페인어 코스

일본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일본어능력,
국제적 시야를 갖춘 인재를 육성

지금까지의 사회동향을 역사적 ·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독일어 코스

○ 중국어 코스

・ 각 전문분야에 정통한 다양성과 개성을 갖춘 교수진

・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지리학, 미술사·문화유산의 6가지 코스를 설치

○ 프랑스어 코스

○ 한국어 코스

・ 다방면에서 일본 문화의 본질에 접근하는 독특한 소수 강의

・ 소수 편성 강습, 특수 강의, 사적 구독·실습 등을 조합하여 연구 진행

・ 교원, 학예원, 사서 등 개개인의 희망에 맞춘 경력 형성을 지원

・ 학생의 관심에 맞춘 독특한 과목을 설정

하

8

일본문화학과

코스 소개

사회학과

하

기초심리학과 병행하여 임상심리학 등의
전문분야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다

・ 지적 모험심을 자극하는 폭넓은 커리큘럼

・ 심리학을 중심으로 연습 및 소인원 수업으로 실천적 교육을 실시

・ 사물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실천력의 육성

・ 전문 분야를 특화하여 배우기 위해 4개 영역을 준비

・ 사회인에게 필요한 지적 종합력을 육성

・ 주체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실험 실습 시설을 완비

이 이타바시 캠퍼스

우 우쓰노미야 캠퍼스

후 후쿠오카 캠퍼스

※외국인 분들은 비자/이미그레이션에 대한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유학이 늦어집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학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과

사회, 문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점을 획득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육성해 인간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하 하치오지 캠퍼스

유학 후 후속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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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이공학부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구에 힘을 쏟는다.
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생물에 관 한 폭 넓 은 공 부 를 할 수 있 고
새로운 지 식 을 얻 을 수 있 는 환 경 입 니 다 .

입학 정책

교육학부

모국에서 다니던 일본어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테이쿄대학으로의 유학을 결의. 대학에서는 세포
작용이나 유전자의 구조 등에 대해 배우고

교원 양성을 중심으로 넓은 시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

있습니다. 일본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영어를 섞어서 해설해 주므로 안심.
유전자 조작에 관해 보다 자세히 배우고 싶기에
대학원 진학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다.

바이오사이언스학과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Cantona Billton Jing Tao

말레이시아

고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교육문화학과는
교육론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것이 매력. 영어 수업에서는 읽기·쓰기·말하기
뿐만 아니라, 역사나 문학까지 배우기에
재미있습니다. 재학 중에 일본어 특유의 의성어도
외우고, 리얼한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교육문화학과
중국(홍콩)

Yiu Man Fung

우

기계·정밀시스템공학과

기계 공학의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연구 개발 등 제조의 근간에 관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우

항공우주공학과

○ 항공우주공학 코스

・ 학과에 기계 공학 코스와 자동차 공학 코스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행합니다

・ 새로운 시대의 제조법을 배울 수 있는 특징 있는

모든 최첨단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항공우주공학 기술자를 양성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로서의
지식을 지닌 헬기 조종사를 양성

・ 이공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 헬기 조종의 원리로 연결되는

기초과목을 철저히 강화

과목을 도입하여 전문 지식을 기릅니다

・ 실물과 접하면서 배우는

・ 소수 인원제의 충실한 실습 환경을 통해 기술과 감성을 연마하고

알찬 실습ㆍ연구시설

국제적인 관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합니다

・ 대학 전체가 추진하는
상세하고 철저한 커리어 지원

우
하

교육문화학과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또는 공무원,
기업의 교육관련 직업 등 폭넓게
교육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

하

초등교육학과

○ 초등교육 코스
‘실천력과 즉전력’이 되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를 양성한다

・ 교원을 비롯한 민간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

・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배우는

・ 폭넓은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

사고력을 습득

・ 교육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교 체험 및 지도법에 따라

・ 다채로운 제휴학교에서

실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실천적인 실습을 통해 배운다

○ 아동교육 코스
4년 과정을 통해 높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지닌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를 양성한다
・ 높은 전문성을 체득하는
다채로운 커리큘럼

・ 보육현장에서의 실습 체험을 통해

정보전자공학과

정보과학과 일렉트로닉스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정보기술자와
일렉트로닉스 기술자를 육성

・ 실습과 실험,
그룹 워크를 중시한 커리큘럼

・ 임상공학기사 국가시험

우

○ 헬리콥터 조종사 코스

바이오사이언스학과

바이오사이언스를 기초부터 배워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을 추구한다
・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관련시켜 배우는
일관적인 교육과정

・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초 과목을 습득

・ 프로 조종사를 목표로,
1학년 후반기부터 조종 실습을 시작

・ 조종사로서 활약하는
미래를 위한 커리어 지원

통신

정보과학과
통신교육 과정

다채로운 학습 시스템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로 배운다

강의와 연동된 실험과 연구

・ 한 사람 한 사람의 커리어 형성을
섬세하게 지원

수험자격 취득

실천력을 강화한다

・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10

하 하치오지 캠퍼스

이 이타바시 캠퍼스

우 우쓰노미야 캠퍼스

후 후쿠오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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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특별입시 제도 있음
입학 정책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폭넓은 교양과 실무 기술을 지닌 인재를 육성. 테이쿄대학 편입도 가능.

의학부

약학부

최신의 의학 지식과 기량을 가진 의사를 키운다.

사회와 의료 현장,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약사를 양성한다.

최신의 의학지식과 기술, 의료인으로서의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좋은 의사’를 양성한다.

입학 정책

국제 정 세 를 깊 이 이 해 하 고 세 계 에 서
활약하 는 인 재 로 성 장 하 고 싶 습 니 다 .

뛰어난 인간성과 고도의 과학적 능력을 갖춘
질높은 약사를 양성한다.

모국에서 일본어를 배운 후, 경제와 비즈니스
등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현대비즈니스학과에
진학. 리얼한 세계 정세를 배우는 '시사 문제
연습' 수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테이쿄

의료기술학부

후쿠오카의료기술학부

앞으로의 의료를 이끌 프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

팀 의료에 대한 소양을 키우고,
지역 의료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려서, 장래에는 시장
개척이나 시장 조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싶습니다.
현대비즈니스학과
말레이시아

이

시능교정학과

뛰어난 학습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눈 건강
유지에 공헌하는 시능훈련사를 양성한다.
이

간호학과

다양화하는 인간의 건강과 생활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성 넘치는 간호사를 양성한다.
이

진료방사선학과

고도의 임상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적인
방사선 기사를 양성한다.
이

임상검사학과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 스포츠와
의료에 종사할 전문가로 육성한다.

스포츠의료학과
하

이

우

이학요법학과

확실한 지식과 기술, 협조성을
지닌 재활전문가를 양성한다.
후

작업요법학과

환자의 사회복귀를 심신 양면에서 지원하는 기술과 풍부한
인간성을 겸비한 작업요법사를 양성한다.
후

간호학과

지역에 뿌리 내리고,
고도 의료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한다.
후

진료방사선학과

하

널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진료 방사선 기사를 양성한다.
후

의료기술학과

건강스포츠 코스

구급구명사 코스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 스포츠와
의료에 종사할 전문가로 육성한다.

지역 의료에 공헌하는
‘구급의료의 스페셜리스트’를 목표로 한다.

구급구명사 코스

임상공학 코스

병원전 구호의료 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춘,
현장 대응 능력이 있는 구급구명사를 양성한다.

의학과 공학의 지식을 익혀 고도의 임상현장을
떠받치는 ‘의료기기의 스페셜리스트’를 목표로 한다.

하 하치오지 캠퍼스

이 이타바시 캠퍼스

인간문화학과

하

현대비즈니스학과

7가지 학습을 축으로 하여 교양,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편입학과 취업으로 이어나간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비즈니스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 인재를 육성한다

・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는 7가지 학습

・ 비즈니스 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

・ 개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소인원 교육

・ 테이쿄대학 과목도 수강 가능. 편입학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무능력을 갖춘 비즈니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기술을 습득

・ 소인원 교육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

편입학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유도정복학과

고도의 의료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건강을 서포트하는 유도접골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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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Yeap Yong Kher

우 우쓰노미야 캠퍼스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편입학 시험
(학과 시험·면접·서류 심사)

테이쿄대학
(경제·법·문·외국어·교육·이공학부)

※편입 입학금 감면 제도 있음

http://www.teikyo-u.ac.jp/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학년까지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특별편입 제도도 있습니다.

후 후쿠오카 캠퍼스

13

개요

일본어예비교육과정

대학원
깊게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통해 전문직업인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학습에 관하여
테이쿄대학의 일본어예비교육과정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이 안심하고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고,

의학 연구과

의학 전공 (박사 과정)

약학 연구과

약학 전공 (박사 과정)

경제학 연구과

경제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능숙해질 때까지 지원하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경영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과정에는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이 오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정책학 전공 (석사 과정)

테이쿄대학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다양성 속에서
일본어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이문화 이해 그리고
자기연마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법학 연구과

법률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문학 연구과

일본문화 전공 (석사·박사 과정)
일본사·문화재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새로운 자기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

특징

Student’ s Message

대학원

일본어예비교육과정

외국어 연구과

초월문화 전공 (석사·박사 과정)

이공학 연구과

종합이공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통신교육과정〉정보과학 전공 (석사 과정)

새로운 일본어를 익힐 때마다



기쁨과 재미를 느낍니다.

진로 희망에 따른 지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논술이나 면접 지도, 대학원

의료기술학 연구과

간호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연구 프로세스에 대해 지도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더 깊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일본어 예비 교육 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료방사선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일본어 수준에 따른 커리큘럼

임상검사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초급부터 상급까지 수준별 수업을 실시. '읽기, 쓰기,
일본어예비교육과정

선생님은 친절하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어학력이

시능교정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중국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맥주 공장
견학이나 다도 체험 등의 교외 활동도 많으며, 다국적

구급구호학 전공 (석사 과정)

말하기, 듣기'의 네 가지 기능을 키웁니다.

Qianya Gao

일본어 능력 시험(JLPT) 대책도 실시



친구들과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제 수업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소수 인원제의 수업이기

유도정복학 전공 (석사 과정)

보건학 연구과

간호학 전공 (석사 과정)

때문에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쉬운 학습 환경입니다.

테이쿄대학 특별입시 제도



일본인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유학생으로서의 다양성,

일본어예비교육과정에는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외국어학부·교육학부(교육문화학과) 및 테이쿄대학 단기대학의 각 학과

교직 연구과

교직실천 전공 (전문직 학위과정)

공중위생학 연구과

공중위생학 전공 (전문직 학위·박사 과정)

타인이나 사회와 연결되는 힘을 기릅니다.

특별입시제도와 납입금 감면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상 학부·학과 : 경제학부(지역경제학과 제외)·법학부·문학부·

사람·물건·일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포착하는 힘의 육성

진료방사선과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과외 수업
일본의 문화 시설이나 신사와 불각 견학을 통해, 일본의

※성적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와 생활, 경제 활동에 대한 식견을 높입니다.

설비가 갖 추 어 진 캠 퍼 스 는


테이쿄대학으로의 진학 우대 제도 있음

대학과 대학원 수업에서도

본 과정을 수료하고 테이쿄대학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자신의 의견을 일본어로 정확히

학생에게는 납입금 감면 등의 우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일본어예비교육과정

Huijuan Dong 선생님



대학의 충실한 시설에서 배운다

있다는 것을 알고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는 항공기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도서관과 식당, 교실 등 대학생과

엔진의 재료에 흥미가 있으며, 그에 관해 연구하는 선생님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일본 기업에서 현재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로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어예비교육과정

Namiko Utsuki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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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학에서 배운 고분자 재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배우고
싶었는데, 테이쿄대학 대학원에는 최첨단 시설과 장치가

일본어 학습은 평소 꾸준히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연스레 공 부 의 욕 이 샘 솟 는 곳 입 니 다 .



일본인과 배운다

이공학 연구과 종합이공학 전공

'국제 교류 어시스턴트'인 일본인 학생과의 이벤트나
수업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

Chengyi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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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쿄대학의 주요 시설 설비

하 하치오지 캠퍼스


세계에 넓게 퍼져있는 해외 캠퍼스

우 우쓰노미야 캠퍼스

유럽



캐나다·미국

아시아

대학





대학

대학

오세아니아

하

테이쿄대학 종합 박물관

하



큐리오시티 홀

대학

영국

・ 더럼 대학
・ 옥스퍼드 대학
・ 케임브리지 대학

스위스

미얀마

조지아

라오스

폴란드

태국

・ 보 보건과학대학

・ 트빌리시 국립대학

스페인

・ 양곤 경제대학

・ 라오스 국립대학

・ 산티아고데
콤포스텔라 대학
・ 그라나다 대학

하

우

Teikyo Language Commons(TeLaCo)

하

미국 로빈슨사 R22

미디어 라이브러리 센터
(MELIC)

・ 우쯔 공과대학
・ 크라쿠프 공과대학

프랑스

・ 오를레앙 대학
・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

캄보디아

・ 파냐사스트라 대학
・ 메콩 대학
・ 노톤 대학

독일

이란

・ 아와즈 준디샤푸르
의과대학
・ 이스파한 의과대학

세르비아

・ 신기두눔 대학

인도
우

이미징 질량 분석계

우

우

미디어 랩

스페이스 체임버



・ 아미티 대학

우

입형 머시닝 센터

하

ACT Three

중국

・ 지린 재경대학
・ 하얼빈 의과대학
・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
유학예과 일본어학원
・ 베이징 어언 대학
・ 베이징 대학 공공위생학원
・ 상하이 자오퉁 대학 국제교육학원
・ 마카오 대학
・ 홍콩 중문 대학
・ 중국의학과학원 후와이병원
・ 톈진시 제일중심병원
・ 산둥 교통학원
・ 다롄 민족대학
・ 화둥 사범대학

말레이시아
・ 선웨이 대학

호주

・ 빅토리아 대학

뉴질랜드

・ 크라이스트처치 공과대학

캐나다

・ 캘거리 대학
・ 칼리지 오브 더 락키즈
・ 존 키엘 예과대학

대만

・ 타이베이 의과대학
・ 신생의호관리 전문학교
・ 의수 대학
・ 중국의약대학 부설병원

・ 수원대학교
・ 동아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제주대학교
・ 한양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가천대학교
・ 숭실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국

・ 하버드 대학
・ 콜럼버스 주립대학
・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교
・ 델라웨어 대학
・ 남캘리포니아 대학
・ 트린 대

베트남

・ 호치민시 외국어정보
기술대학
・ 호치민시 기술사범대학
・ 호치민시 공과대학
・ 하노이 오픈 대학
・ 하노이 의과대학
・ 하노이 공업대학
・ 국립소아병원

필리핀

・ 필리핀 대학 마닐라교
・ 아담슨 대학
・ 데 라 살레 대학
다스마리냐스

멕시코

・ 팬아메리칸 대학

개의 해외 그룹교

테이쿄대학 그룹
｜ 더럼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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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마 자야 대학
・ 다르마 페르사다 대학
・ 무함마디아 아체 대학
・ 인도네시아 대학
・ 구나다르마 대학
・ 젠데랄 수디르만 대학
・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라이프
사이언스
・ 프레지던트 대학

한국
터키

・ 우샤크 대학

・ 괴테 인스티투트

・ 츄라롱콩 대학
・ 빤야피왓 경영학원
・ 마히돈 대학

인도네시아

테이쿄대학 그룹
｜ 런던 캠퍼스 테이쿄 런던학원

테이쿄대학 홍콩 국제센터
｜ 테이쿄 홍콩 유치원

테이쿄 말레이시아 일본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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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hioji campus

하
하치오지

CAMPUS LIFE

'국제교류 어시스턴트'와의 교류 및
일본 문화를 느끼는 이벤트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봄
· 입학식
· 신입 유학생 가이던스
· 신입 유학생 버스 투어
· 신입 유학생 스타트업 세미나
· 선배 유학생과 국제교류 어시스턴트에 의한

국제교류 어시스턴트

이수 상담
· 신입 유학생 환영회
· 스포츠 이벤트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경단 만들기 이벤트

국제교류 어시스턴트는 하치오지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이 참가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학업면·생활면에서의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스포츠 대회와

여름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교류 이벤트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문화 차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 여름 축제
· 하치오지 축제 가마 끌기 체험

가을
· 유학생 버스 투어
· 국제교류 어시스턴트에 의한 이수 상담
· 핼러윈 파티
· 요리 이벤트
· 학원제 글로벌 페스타 출점

겨울
· 유학생 크리스마스 파티
· 떡방아 찧기 대회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에서 만나요
오픈

Student ʼs Message

좋은 친구, 좋은 상담 상대가 되어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되도록 응원합니다.
현재 약 60명이 재적하는 국제교류 어시스턴트는
유학생의 생활면에서 학습면까지 종합적으로
서포트합니다. 입학 시에 수강 신청도 상담해 주며,
유학생을 위한 즐거운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멤버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대학
생활은 물론 공부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편하게 말을 걸어 주세요!

경제학부 경제학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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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 Yam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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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재학생의 하루

하 국제학생 기숙사

수업 준비

수업이나 자율 학습 등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는 유학생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9:00

도보로 대학에

9:30

게시판 체크

뷰
터

10:00 TeLaCo 에서 자습

인

RA
×

기

숙

사

생

8:30

CAMPUS LIFE

RA 란

'레지던스 어시스턴트(통칭 RA)'는 유학생이 안심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보낼 수

12:00 런치 타임

있도록 하루하루의 생활을 서포트하는 기숙사생을 말합니다.

13:00 임상심리학개론 수 업

유학생이 매일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내의 이벤트

서포트합니다.

RA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거나
교육학부 초등교육학과
일본

문학부 심리학과

국제 기숙사는 여러 나라의 학생이 살고 있기에 글로벌적인

Ayaka Murata

Anna Horuzina
▼ 요리 이벤트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안심하세요. 생활에서
학습까지, RA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라트비아

대학 정보의 공유는 물론,
이문화 교류도 할 수 있는 휴식의 장.

14:45 도서관에서 리포트 작성

원래는 기숙생이 아니었지만 매일 놀러 오고 있었는데, 여러

기숙사생

나라의 유학생과 교류하는 것이 즐거워서 국제 기숙사에
문학부 사회학과
한국

Seongeun Kim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학습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고,

들어왔습니다. RA는 모두 친절한 데다가, 수업 등의 정보도
공유해주기에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국의 분위기와 비슷한 풍요로운 자연을 좋아합니다.

▼ 환영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래 목표는

▼ 일본어 레슨

심리상담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테이쿄대학의 선생님은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대학의 학문을 넘어선

RA
문학부 심리학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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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Nagae

기숙사에서는 즐거운 이벤트를 개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됩니다. ‘임상평가법’이라는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요.

수업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는 연습도 있고 그 실천적인 내용이 많은

RA는 국제교류센터와도 제휴하여 기숙사생이 대학 생활을

참고가 되었습니다. 빈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MELIC)을 이용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성한 자연 풍경은 모국의 분위기와 비슷해서

기숙사에서 일본어 학습 모임과 영화 감상회 등 유학생과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므로 함께 즐겨봅시다.

19:30 아르바이트

너무 좋아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리포트 작성도 술술 잘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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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HIOJI CAMPUS

유학생 지원

다마 동물공원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다마동물공원역

본교에서의 유학생활을 지원
다마
도시
모노
레일

맛집

맛집

국제교류센터
세계를 향해 펼쳐가는

가마리야 하치오지 히가시나카노점

카페 가와라

테이쿄대학 그룹 네트워크의 국제 교류 창구입니다.
카페 가와라

오쓰카·테이쿄다이가쿠역의 바로 앞에
있는 옛 분위기의 카페. 볼륨 만점의 녹차
파르페가 추천 메뉴.

국제교류센터는 나날이 높아지는 세계화의 물결과 일본 교육계의 국제화

영업시간: 10:30~21:00(LO 20:30)/정기휴무:
수요일/도쿄도 하치오지시 오쓰카 9-1
리베루이노우에 2F

테이쿄대학
하치오지 캠퍼스

야

게이오
다마센터역

엔

오

선
하라
가미
오사
게이
마선
큐다
오다

오다큐
다마센터역

CAMPUS LIFE

쿠

추진 과제에 부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어 예비교육과정, 지도상담부문

진한 돈코쓰 간장 수프와 두툼한 특제면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라면은 중독되는 맛.
럭비부의 기숙사 1층에 있기에 테이쿄
학생의 지지도 두텁다고 합니다.

및 사무그룹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영입과 일본인 학생의 해외유학에

영업시간: 11:00~23:00(토·일요일 및
공휴일~22:00)/정기휴무: 없음/도쿄도
하치오지시 히가시나카노 196-4

많은 외국어와 이문화에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테이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와

● 자신의 일본어 수준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에게

도

가

강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외국어가 유창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영어·

역사

중국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외국어
대응이 가능하므로 안심하여 주십시오.
쇼핑

손
도
후
타
하
카
다

쿠라

가마

레저

관한 협정 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치오지 캠퍼스에는 약 930

가

리

가마리야 하치오지 히가시나카노점

가도

입학 전의 지원

선
오
이
게
VISA

다카하타 후도손
ⓒ2019 SANRIO CO., LTD.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 오파

산리오 퓨로란도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역 앞에 인기
점포들이 집결한 쇼핑 센터. 가볍게 쇼핑할
때 편리합니다.

헬로우 키티와 마이 멜로디, 구데타마 등
다양한 산리오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1100년의 역사와 더불어 신센구미와 인연이 깊은
사원. 간토 3대 부동존의 하나로 신앙을 모아 매달
28일의 잿날에는 많은 참배자들이 찾아옵니다.
접수시간: 8:00~17:00/정기휴무: 없음/배관료 300
엔(오쿠도노), 200엔(다이니치도)/도쿄도 히노시 다카하타 733

재류자격 인정증명서(VISA)의 대리 신청

유학생 가이던스

입학 수속이 완료된 유학생 중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재류자격

가이던스에서는 본 대학의 규칙과 일본의 유학생활에 관한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지도합니다. 또한 자료를

지도를 실시합니다. 학교 생활과 유학 생활이 걱정되는

갖춘 후에 국제교류센터가 대리 신청을 실시합니다.

학생은 가이던스 또는 국제교류센터 창구에서 항상 질문을
받고 있으므로 이용하여 주십시오.

영업시간: 10:00~21:00(일부 점포는 제외)
/도쿄도 다마시 세키도 4-72

주거 알선

영업시간: 10:00~17:00(토·일요일, 공휴일, 학교
휴일에는 변동 있음 ※HP 확인 요망)(창구에서
티켓 구입은 폐관 90분 전까지)/정기휴무: 부정기
휴무/도쿄도 다마시 오치아이 1-31

오다큐 나가야마역

입학 후의 지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VISA)를 취득한 학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까지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 오파

게이오 나가야마역

리

청춘 포스트

다마가와 강

일본어 과목 개강

입학 후의 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를 빌릴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우에는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본 대학에서는 대기업 임대업자와

‘일본어Ⅰ’∼’일본어Ⅳ’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휴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특정 물건에 한하여 대학이 보증인이 되어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위해 취업활동과

임대계약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습득하는 일본어 강좌를
과외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이

유학생 지원

Cafe GARDEN

“귀를

기
울

지
브

주변환경

이션
니메
세계로
애
”의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역

あ

맛집

일본어에 대한 불안 또는 낯선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국제교류 이벤트 실시

저희들이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인 학생과 교류하면서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센터의 스탭들은 전원이 유학이나
해외생활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의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역

다마가와 강

역 앞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편리한 역.

다마가와 강변의 그라운드는
서클 활동에도 이용되고 있다.

고민과 불안, 언어문제, 습관과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로 모두 직접

재류자격 갱신·변경 수속의 보조

체험해 본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유학 비자는 재류기간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같은 감각을 지니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준비 지도를 실시합니다. 개인의

것이 저희들의 장점입니다. 대학생활은 물론 외국인

사정에 따라서 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은

등록이나 비자 신청, 은행계좌 개설, 아파트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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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센터역

다마 동물공원

역 앞의 ‘오카노우에 파티오’에는
영화관도 있다.

우리나 울타리 등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전시 방법이 매력적인 동물원.

청춘 포스트

cafe GARDEN

생활면에서도 든든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곤란한

영화의 세계관을 표현한 조형물이 역 서쪽
출구에 있습니다. 역에 안내 지도도
있으므로 처음에 꼭 들러 보세요.

가와사키 가도변에 있는 모던한 카페로,
정규 13종 외에도 이달의 햄버거 등 풍부한
메뉴를 준비. 전용 번스와 소고기 100%의
패티가 일품입니다.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뭐든지 상담하러 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교류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제교류센터

Anna Kurai

영업시간: 11:00~23:00(LO22:00)/정기휴무:
없음/도쿄도 다마시 세키도 2-37-3 사쿠라
게이트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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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ʼs Message

학교와 생활에서 곤란한 것이 있을 떄는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학생 튜터는 유학생이 시험과 커리큘럼 등 대학의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자신과 같은 학부
이공학부
우주항공공학과

학과의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과 대만, 한국을
비롯하여 네팔 등 폭넓은 국가와 지역의 유학생과 교류할

일본

수도 있습니다. 대학 이외의 장면에서도 함께 놀러 나가는 등

Nanami Fujihara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Utsunomiya campus

CAMPUS LIFE

우
우쓰노미야

클럽·동아리 활동 및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 등

국제교류센터

충실한 캠퍼스 라이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봄

・ 입학식
・ 신입 유학생 가이던스

가을

・ 신입 유학생 버스 투어

유학생 상담창구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나
일본인과의 교류를 추진합니다!
・ 입학 유학생 가이던스

학생지원그룹 학생서포트팀에서는

・ 유학생과 국제교류 어시스턴트의

장학금, 진학, 주거 등 학습과 진로,

튜터 업무 개시

생활과 관련된 서포트는 물론 유학생을

・ 신입 유학생 스타트업 가이던스

・ 입학 유학생 환영회

대상으로 한 이벤트 기획도 실시하고

・ 유학생과 국제교류 어시스턴트의

・ 스포츠 이벤트

있습니다. 또한 우쓰노미야 캠퍼스에는

튜터 업무 개시
・ 신입 유학생 환영회
・ 스포츠 이벤트

여름

유학생 지원

・ 단기 유학생 송별회

캠퍼스 안에 학생기숙사를 완비하여

겨울

・ 유학생 크리스마스 파티

우쓰노미야 캠퍼스에는 유학생 교류 거점으로서 국제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이쿄대학에 입학한 유학생이 국가나 지역에 관계 없이 서로
동료가 되어 쾌적한 캠퍼스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유학생 1인에 대해 1인의 학생 튜터가 담당자가 되어 공부는 물론

안심하고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지원그룹
학생서포트팀

Shouna Watanabe

생활 면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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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unomiya campus

우
우쓰노미야

우

Clubs
and
Circles

국제학생 기숙사

CAMPUS LIFE

차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공학부 기계·정밀시스템공학과

Yiqi Qu

중국

모두 함께 인력 비행기를 띄워봐요.

● 테이쿄 포뮬러 프로젝트

선생님이 상냥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공학부 바이오사이언스학과
호주

이공학부 기계·정밀시스템공학과

Sarah Kathleen Miller
중국

● SKY PROJECT

Yixuan Fu

대학 이외의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세계 대회에서 활약하는 클럽입니다.

기숙사 생활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RA가 알려 주므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안도 충실하며, 각자에게 배포되는
카드키와 여성 전용 플로어가 있는 것도 장점. 우쓰노미야는
도쿄로 나가기도 좋고 공항까지 오가는 버스가 있는 점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학생과의 교류가 늘었습니다.

● 가라테

● 로보 랩

이공학부 바이오사이언스학과
중국＜홍콩＞

大谷資料館

오야 자료관

도호쿠 자동차도

역사

Yuen Yee Mui

UTSUNOMIYA
CAMPUS
Town Guide

넓이 2만㎡, 깊이 30m에 이르는 오야석 지하
채굴장 터.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 갱내는 마치
지하 신전을 방불케 합니다. 콘서트나 영화
촬영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식 정보

테이쿄대학
우쓰노미야 캠퍼스

주변 환경

영업시간: 9:00~16:00(폐관 17:00), 12~3월은
9:30~16:00(폐관 16:30)/무휴(12~3월은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무)

119

맛집

도호쿠 신
칸센

학식 'Soleil(소레이유)'에서는 정식과 면류 등
맛집

풍부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9

닭튀김 런치

오므라이스

JR 우쓰노미야역

우쓰노미야 문화의 숲

‘역도시락 발상의 역’으로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우쓰노미야시의 현관문. 역 앞에서는
만두조각상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 페스타’에서
유학생이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부 우쓰노미야역

닛코·기누가와

우쓰노미야시의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있으며, 도치기현청, 우쓰노미야시청,
중앙우체국 등에 가장 가까운 역.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닛코 도쇼구
신사와 후타라산 신사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노이에

AG카페
고지대에 위치한 카페. 테라스석에서는
푸르른 나무에 둘러싸여 식사할 수 있습니다.
수제로 만든 디저트나 계절 야채를 도입한
메뉴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시락과 문구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
'Yotteco!(욧테코)'. 학식에 병설되어
있어 가볍게 들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11:30~19:00(월요일~18:00, 토·
일요일~21:00)/정기휴무: 화요일, 제1·3·5
수요일/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야마모토 3-14-7

영업시간: 11:30~14:00, 17:30~20:30 (LO
20:00)/정기휴무: 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일)/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오타니초 1092

선
본
쿠
호
도

편의점

태국 음식 외에도 카빙이라고 불리는
아름답게 조각된 야채나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게에 있는 스테이지에서는
연주회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초이스 런치

26

우쓰노
미야역

도부 우쓰노미야역

27

지원 안내·장학금 제도

취업 지원

※해외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 수속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계신 분만 가능합니다.

입학 원서·요강 입수 방법

한 명 한 명, 세밀한 지원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을 서포트.
하치오지 캠퍼스

커리어 서포트 센터

특징



취업 지원을 위한 일본어 강좌

유학생 진로 상황

과외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하치오지 캠퍼스에

형성ㆍ취업 지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통 24%

재학하는 모든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일본에서의 취업을
매너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커리어 교육) 과목으로 개강. 1학년 때부터 이수 가능하며
연차에 맞춘 체계적인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을 지식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징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
커리어 서포트 센터에서는 유학생의 취직 지원에 특화된
어드바이저를 배치. 한 명 한 명의 희망 진로 실현을 위해

일본 국내

취업 실적 기업
· ANA 에어포트 서비스
· 교산 제작소
· 고코카라 파인 헬스케어
· 쇼와정공
· 세븐일레븐 재팬
· 니토리
· 퍼스트 리테일링
· 호시노 리조트 그룹
· 요도바시 카메라
· 월드
등

학업 면에서도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알차고 즐거운 대학생활 4년이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면에서는 커리큘럼이 풍부해 공부하고 싶은

테이쿄대학에 입학해 4년간 수업이나 세미나에서

수업 선택이 쉬웠고, 선생님들도 섬세하게 가르쳐

연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고방식,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경제학부 경영학과
졸업
중국

Ning Gao

이 계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테이쿄대학과 일본 대기업의 PBL(문제중심학습)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커리어 서포트 센터를

테이쿄대학 우쓰노미야 캠퍼스
학생지원그룹 학생지원팀

(우)192-0395 도쿄도 하치오지시 오쓰카 359번지
TEL:＋81-42-678-3317

(우)320-8551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도요사토다이 1-1
TEL:＋81-28-627-7123
E-mail:gakusei@riko.teikyo-u.ac.jp

월요일~금요일 8:45~17:00 ／토요일 8:45~12:30
[공휴일·창립 기념일(6/29)·연말연시(12/29~1/3)·일본 대학의
공통 입학 시험일을 제외함]

(지역경제학부를 제외)

월요일~금요일 9:00~17:00 ／토요일 9:00~12:30

(우)173-8605 도쿄도 이타바시구 가가 2-11-1
TEL:+81-33-964-3031
월요일~금요일 8:30~17:00 ／
토요일 8:30~12：30
[공휴일·창립 기념일(6/29)·연말연시(12/29~1/3) 제외]

[공휴일·창립 기념일(6/29)·연말연시(12/29~1/3)·일본 대학의
공통 입학 시험일을 제외함]

· 외국어학부
· 교육학부
· 일본어예비교육과정
·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전 학부·학과
· 경제학부 지역경제학부
· 이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헬리톱터 조종사 코스를 제외)

(유학생 특별입시·일본어예비교육과정 제외)

● 테이쿄대학의 장학금·감면 제도
취직처
웨스틴 호텔 도쿄

명 칭

금 액

경제학부 관광경영학과
졸업

받아 무사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학생활에서는
말레이시아

Lit Yee Shin

대 상
30％ 감면

경제학부(지역경제학과 제외)·법학부·문학부·외국어학부·교육학부·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40％ 감면

경제학부 지역경제학과·이공학부

40％ 감면

경제학부(지역경제학과 제외)·법학부·문학부·외국어학부·교육학부·
테이쿄대학 단기대학·대학원(경제학 연구과)

50％ 감면

경제학부 지역경제학과·이공학부

비 고

국내 시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료·실험실습비

신입 유학생
학비 감면 제도

우쓰노미야 캠퍼스

커리어 서포트 센터

테이쿄대학 입시센터

학업성적 및 학업태도가 특별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하치오지 캠퍼스 학생 서포트 센터 TEL: 042-678-3310 ／ 우쓰노미야 캠퍼스 학생지원그룹 학생지원팀 TEL: 028-627-7123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착실하게 수업을 듣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기타 입시

장학금 제로

다양한 문화에 접해왔습니다. 3학년 때는

취직처
주식회사 부르봉

은 유학생의 취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상세한 내용은 입학시험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테이쿄대학 하치오지 캠퍼스
총무그룹 입시팀

· 경제학부

Message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원서 제출처)

유학생 특별입시·일본어예비교육과정 입시·해외 현지입시

· 법학부
· 문학부

생활 면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이벤트가 많아 일본인

월요일~금요일 8:45~17:00 토요일 8:45~12:30
[공휴일·창립 기념일(6/29)·연말연시(12/29~1/3)·일본 대학의
공통 입학 시험일을 제외함]

지원에 관한 문의처

정보통신
2%

자료 제공: 커리어 서포트 센터

일본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t-sac@main.teikyo-u.ac.jp

※발송에는 며칠 걸립니다.

해외

금융
2%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담을 받아주시는 선생님이 많

메일주소:

제조회사
5%

상사
14%

유학생을 위한 커리어 디자인 기초
일본에서 민간 기업 취업을 생각하는 유학생을 위해 자기 계발

졸업생

http://www.teikyo-u.ac.jp/documents/

TEL:+81-42-678-3237 / FAX：+81-42-678-3544

진학 36%

특징



서비스
17%

유학생의
주요
진로

희망하는 유학생이 일본어 능력검정을 취득하거나 비즈니스



국제교류센터

자료청구 폼을 통한 발송은 일본 국내만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일본 국내에서도 톱 레벨의 커리어

테이쿄대학
자료 청구 폼

·시설확충비
(첫해만)

유학생 특별 전형 및
해외 현지 입시 합격자
전원을 대상※1

해외 시험

특징



교원과 직원이 하나가 된 취업 지원 체제

우쓰노미야 캠퍼스의 커리어 지원은 대학 전체가 하나가

각 학과의 교수진과 커리어 서포트 센터 직원이 부서의 틀을 뛰어넘어 모인 취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취업

되어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체제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액 30만엔 지급

사비 외국인 유학생
성적 우수자 장려비

학부생·단기대학생
연액 50만엔 지급
대학원생

경제학부·법학부·문학부·외국어학부·교육학부·이공학부·의학부·약학부·
의료기술학부·후쿠오카 의료기술학부·테이쿄대학 단기대학·대학원
학년: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캠퍼스별로 정한
성적 기준 및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2

경제학부·법학부·문학부·외국어학부·교육학부·이공학부·의학부·약학부·
의료기술학부·후쿠오카 의료기술학부·테이쿄대학 단기대학·대학원
학년: 2학년 이상

입학 후에 출원 서류 등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본교에서 선정함

연액 30만엔 지급

각 학과의 교수진과 커리어 서포트 센터의 직원으로
구성된 취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이 제휴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징



치밀한 취업 지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감면 제도

수업료 20만엔 감면

3학년 10월부터 수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는 취업강좌에서는 이력서 작성법, 업계 연구, 면접 및 필기시험 대책은
물론 정장 차림까지 지도합니다. 1학년 때의 '커리어 디자인 Ⅰ'에서는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충분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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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오지 캠퍼스와의 제휴

※1 자세한 사항은 합격 시에 알려드립니다.
※2 기준은 캠퍼스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 외부 기관의 장학금

·일본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 ·지방공공단체, 민간육영단체의 각종 장학금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대학직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수집한 인재 수요 등의 정보에 대해 하치오지 캠퍼스 커리어 서포트 센터와 수시로 정보를

지원하실 때 제출하신 개인정보(성명과 주소 등)는 본교에서 입학 안내, 입학 시험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 업무의 일부는 본교가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업자(이하, ‘위탁업자’라고 함)가 실시합니다. 업무 위탁 시

교환하면서 캠퍼스 간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자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학 홈페이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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