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시립대학의 교육
◎ 규모가 큰 대학에는 없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주변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모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많은 과목들이 개강되어 있습니다.
◎ 야마구치현이나 후쿠오카현 등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실천적인 경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소수 인원수의 연습수업을 통해, 철저히 친절한 지도를 합니다.
◎ 1 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는 <공동자주연구>는 교수의 조언을 받으면서, 스스로 찾은 테마를 학우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습니다.
◎ 입학후 취득한 부기검정이나 영어검정 등 성과가 학점으로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학부ㆍ대학원 연구과
경제학부
경제학과
경제ㆍ사회의 여러 문제와 관련된 이론ㆍ정책ㆍ역사를 체계적으로 학습
경제학 이론과 분석기법 학습
통계 등을 활용한 수량적 경제분석을 습득하는 과목
【전문 과목군: 금융ㆍ경제분석, 재정ㆍ사회정책, 글로벌경제, 지역경제ㆍ사회】

국제상학과
경제학을 기초로 상학ㆍ경영학의 이론과 실천을 학습
외국어와 국제경제, 국제커뮤니케이션 학습
IT 를 활용한 경영관리, 회계 등 실무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과목
【전문 과목군: 국제ㆍ동아시아, 유통ㆍ마케팅, 경영ㆍ경영정보, 회계ㆍ부기】

공공 매니지먼트학과
경제학을 기초로 매니지먼트 이론과 실천을 학습
공공 매니지먼트 실습을 통해, 지역 활성화 현장을 학습
지역 공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목
【전문 과목군: 공공정책, 매니지먼트, 지역사회】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경제ㆍ경영 전공
경제학과 경영학을 기초로 산업,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에 관련된 과목과 회계, 정보, 동아시아 등에 관련된 과목을
학습하고 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인 양성이 목표

학비 등
입학수속 시 납입금
학부
입학금
납입금(※)
계

수업료
대학원

282,000 엔 282,000 엔
50,010 엔

연간 합계액

535,800 엔

（전기ㆍ후기 267,900 엔씩 납입）

7,080 엔

332,010 엔 289,080 엔

※ 납입금은 입학수속 시 1 회에 한함

입학금 감면 제도
시모노세키 시내 거주자는 입학금 반액 감면
시모노세키 시외 거주자로 사비 외국인 유학생(재류자격 ‘유학’)은, 입학금 반액 감면 대상

수업료 감면 제도
학습 성적이나 경제 상황등의 심사에 의해서, 수업료의 반액을 감면하는 제도

장학생 제도
성적이 우수한 학부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인정하고, 수업료를 반액 감면하는 제도

각종 급부형 장학금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부형 장학금의 수속 지원)
예)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시모노세키시 유학생 거주비 조성금

유학생을 위한 과목
일본어Ａ～Ｈ
대학교육에 필요한 일본어, 경제학 일본어

일본어실습 a～j
a ㆍ b : 문법 / c ㆍ e : 청해ㆍ회화 / d ㆍ f : 비즈니스 / g ㆍ h : 종합활동 / i ㆍ j : 독해

일본어연습 a～d
a ㆍ c : 한자ㆍ어휘 / b ㆍ d : 문장작성

일본사정 A ㆍ B
A : 지리ㆍ역사ㆍ정치 / B : 현대일본사회

그 외 지원 제도
유학생 도우미 제도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SCU 국제교류회관
처음으로 시모노세키시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기숙사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거점으로도 활용
〔월 기숙사 비용〕18,000 엔～28,000 엔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 정보
학부
시험일: 12 월 세 번째 토요일
시험장: 시모노세키시립대학
시험내용: 소논문, 면접
지원자격: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시험을 치른 자
•일본 국내에서 학교 교육 12 년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수료 예정인 자
•국제 바칼로레아 자격, 바칼로레아 자격, 아비투어 자격 취득자로 만 18 세 이상인 자

대학원
시험일: 9 월 첫 번째 토요일
시험장: 시모노세키시립대학
시험내용: 논술, 구술
지원자격: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1 급’ 시험을 치른 자
•일본 국내에서 학교 교육 16 년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수료 예정인 자
※ 상세한 입학시험 정보는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모집요강은 본교 입시반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연락처) TEL&FAX: +81-83-254-8611

E-Mail: nyugaku@shimonoseki-cu.ac.jp

유학생 취업 현황
업종별 취업자ㆍ진학자(일본 국내 2012-2015)
(39%) 소매ㆍ도매업
(13%) 숙박ㆍ음식 서비스
(13%) 운수ㆍ우편업
(5%) 정보ㆍ통신업
(5%) 전문ㆍ기술 서비스
(15%) 그외
(10%)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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