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입학안내
모집 일정

일본어학부만의 차별화된 CUFS 자격증/수료증
CUFS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
▶ 필수 과목(4과목) :

1차

2차

2018.12.1(토)~2019.1.14(월)

2019.1.29(화)~2019.2.14(목)

합격자 발표

2019.1.21(월)

2019.2.21(목)

수강신청 및 등록

2019.1.21(월)~2019.1.25(금)

2019.2.21(목)~2019.2.27(수)

서류접수

▶ 사이버한국외대 대표전화

실용일본어 한자
▶ 선택 과목(택 4과목) : 일본어 통역연습 입문∙실전, 일본문화 길라잡이,
일본어 문장연습Ⅰ∙Ⅱ, 실용일본어 작문, 대중문화 일본어,
스크린 번역 일본어, 일본기업과 경영, 일본어학의 이해

TEL 02)2173-2580

(• 필요 과목 이수, 졸업학점 3.5이상, 일본어학부 주관 번역시험 80점 이상 취득 필요)

FAX 02)966-6183
▶ 학교 홈페이지

일한번역연습, 일본어 원서읽기, 미디어 일본어,

http://www.cufs.ac.kr

CUFS 일본어 지도사과정 수료증
지원 절차

▶ 필수 과목(4과목) :
자기소개서

지원서작성

→

전형료납부

→

작성 및

합격자발표
→

서류제출

학업소양검사

→

및

일본어 교수법, 일본어 교재연구와 학습평가, 일본어학의 이해,
외국어 교육론(교양학부 과목)

▶ 기초 과목(택 4과목) : 일본어 청해연습, 일본어 발음연습, 일한번역연습,
롤플레이 일본어회화, 일본어 원서읽기,

등록금납부

▶ 지원서작성 : 학교홈페이지 > 입학안내 > ‘신입학’ 또는 ‘편입학’ > ‘지원서작성/수정’
> 제출하기

일본어 현대문법, 일본어 문장연습Ⅰ∙Ⅱ
▶ 심화 과목(택 4과목) : 언어학의 이해(한국어학부 과목), 일본문화 길라잡이,
일본문학감상, 일본관광 길라잡이, 실용일본어 작문, 일본의 역사
(• 필요 과목 이수, 졸업학점 3.5이상, 어학 자격시험 성적표 필요)

공통 제출 서류
입학구분
신입학
편입학

공통제출서류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자격증/수료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학부소개]>[일본어학부]>[자격증/
수료증] 참조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해당자)
▶ 전적대 수료, 졸업(예정) 증명서 중 택 1부
▶ 전적대 성적 증명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학 내용
▶ 다양한 장학 혜택 (입학, 직장인, 전업주부, 진학장려, 보훈, 새터민, 다문화, 장애인, 면
학, 시니어, 연속등록장학금 등)
▶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40여개의 장학 혜택은 학교 홈페이지의 상단 [학사안내] 메뉴에서 [장학] 참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TEL. 02-2173-2580 FAX. 02-966-6183 카카오톡 ID : @cufs

TEL. 02-2173-2369

홈페이지 : www.cufs.ac.kr

E-mail : japanese@cufs.ac.kr

FAX. 02-2173-8711

블로그 : blog.naver.com/cufspr

블로그 : blog.naver.com/cufsjapan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UFS.Minerva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ufs.japanese

웹진 : www.cufsminerva.com

Twitter : @cufs_japanese

활성화된 학부 생활

일본어학부 특장점

▶ 여러 지역 다양한 층의 스터디가 활발하게 진행됨(서울,경기,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등).
▶ 학부 MT, 개강/종강 파티, 봄나들이, 쿠페스타 축제 등 다양한 학부 생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PC, 모바일을 통한 수강 가능
▶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내/외국인 교수진의 정기적인 토요 오프라인 수업
▶ 일본 유명대학(와세다, 히로시마 대학)의 우수 강의 콘텐츠 제공
▶ 석사 및 박사 대학원생과의 맞춤형 1:1 튜터 제도
▶ 매년 일본어 스피치 대회 실시

<개강 파티>

▶ 매 학기 레벨테스트를 통한 맞춤형 어학 지도

<봄나들이>

<춘계 MT>

해외 교류 프로그램
▶ 일본 동북 분쿄 대학과의 학점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한 학기에 최대 4명까지 선발 가능)
▶ 일본 도쿄외대 학술교류 및 일본 벳푸대학 학점인정 단기어학연수(교양3학점 인정, 학교지원금2회)
▶ 일본 단기문화탐방을 통한 심도 있는 일본 이해(학교지원금 1회)
▶ 일본 토카이대학(東海大学) 일본인 학생과 1:1 소통 프로그램(JK-TOUCU)

<토요 오프 특강>

<스피치 콘테스트,>

<모바일 강의실>

<동북분쿄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일본 와세다대학 강의 콘텐츠>

<일본 히로시마대학 강의 콘텐츠>

<벳푸대학 단기어학연수>

<레벨 테스트 실시 화면>

최다 외국인 교수진
<도쿄외대 학술교류>

▶ 국내 유명 대학 박사 출신 외국인 교수진
▶ 외국인 교수님과의 1:1 전화 일본어

<일본 단기문화탐방>

<JK-TOUCU>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화상강의 및 토요 오프라인 특강

▶ 취업준비 및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교과과정 운영
▶ 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일본 취업 설명회 개최

<일본어학부 하치노 토모카 교수>

<원어민 교수님 전화 일본어>

<화상 특강>
<일본 취업ㆍ실무 일본어 교과과정>

<일본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일본 취업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