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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

  본 학과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일본어전공 능력 향상을 꾀하여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을 주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본어과 교과과정 권고과목을 알립니다.

  학과에서는 <표1>의 주요 전공 권고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주간)에게, 학과에서 추천하는 일본 교환학생과 

성적 우수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년 학기말(종강일) <표2>의 일본어능력시험(JPT/JLPT)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성

적 우수 장학생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과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의 참석 여부도 위의 선발에 참고합니다.

<표1> 일본어과 교과과정 권고과목 

          교과목명 학년 학기

 일본어학개론  2 1

 중급일본어 2 1

 일본어문법(1) 2 1

 일본어문법(2) 2 2

 일본어원서이해(1) 2 2

 일본문화(1) 3 1

 일문법특강 3 1

 일본문학개론(1) 3 1

 일본어고급표현 3 1

 일본문화(2) 3 2

 일본문학개론(2) 3 2

 일본소설과스토리텔링 3 2

<표2>일본어능력시험(JPT/JLPT)의 성적 

학

년
       1학기          2학기

1
JPT/JLPT 

(성적 대신 응시 여부)

JPT 600점/

JLPT N3 이상

2
JPT 650점/

JLPT N2(90~134점)

JPT 700점/

JLPT N2(135점 이상)

3
JPT 750점/

JLPT N1(100~139점)

JPT 800점/

JLPT N1(140점 이상)

4 - -

                                                *매 학기 종강일 기준 

Q/A

1.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야간 모든 일본어과 학생입니다. 단 권고과목은 주간 학생만 해당합니다. 야간 학생은 필수과목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2.적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 일본 교환학생, 성적 장학생 모두 2013년 2학기(개강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2013년 2학기 이전에 권고과목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1학년 1학기의 경우 JLPT 시험일정은 7월 초이므로 접수증(수험표) 제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본 후 합격발표 이후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성적 장학생 선발에서 일본어능력시험(JPT/JLPT)의 성적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해당 JPT/JLPT 성적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단, 해당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JPT/JLPT 성적이 미달한 학생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4. 일본 교환학생 선발에서 일본어능력시험(JPT/JLPT)의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있으므로 이에 준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JLPT 성적이 요구되니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JLPT는 7월, 12월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각각 9월, 2월에 통지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jlpt.jp/ ) 참조하세요.

5. 학과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참고합니까?

  해당 행사는 조교 선생님이 사전에 공지하고 출석을 체크할 것입니다. 학술문화제, 연합MT, 각종 강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한다’는 일본 교환학생, 성적 장학생 선발 시, ‘해당 사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반영 비율 

및 정도를 결정한다’를 의미합니다.

6. 위의 ‘알림’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기타 사항은 학과 교수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환학생과 성적 우수 장학생 이외 기타 학과 추천 사항은 본 알림 사항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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