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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학습의 공동체
와코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서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대학장 우메네 
사토루는 전후 일본 교육제도의 개척자입니다. 
창립이래 와코대학은 세계와 사회로 향해 널리 열린 학습 공동체를 지향해 
왔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서로 부딪히고 독자
적인 연구와 과외활동을 통해 지적모험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또 학문 사이의 교류와 협동을 추구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부 학과의 울타
리를 넘어 자유로이 학습하는 것을 장려해 왔습니다.

학부 및 학과 구성과 특색
현대인간학부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게 배우고 현대의 인간이 
안고 있는 과제와 적극적으로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익힙니다.
● 심리교육학과
심리교육학과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학과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보
육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보육전수" 과정도 있습니다.
● 현대사회학과
현대사회학과는 분석력과 비판적인 감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
적인 어프로치 능력을 기르면서 현대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해 젠더, 
민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지구 규모에 걸친 여러 문제를 탐구합니다. 
● 신체환경공생학과
신체환경공생학과는, 신체적 행복, 환경적 행복, 문화적 행복 사이의 상
호관련을 탐구합니다.

표현학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영상, 예술같은 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통해 
정보를 창출하거나 발신하는 것 곧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련된 지식을 배
웁니다.
● 종합문화학과
종합문화학과는 “언어”에 의한 표현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적 사상
(事象)을 종합적인 시점에서 파악해 스스로 새로운 사고를 창출하고, 
발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기릅니다.
● 예술학과
기초부터 실천까지 예술적 표현능력을 높여 갑니다.

경제경영학부
경제와 경영을 배운다는 것은 사회의 동향을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
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검증하고 다양한 캐리어의 기초를 
익힙니다.
● 경제학과
경제학을 통해 일상생활의 현실을 분석하고 세계로 시야를 넓혀갑니다.

● 경영학과
경영의 기본과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실천적으로 배웁니다.

학년도와 학기
학년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고 전기 후기의 두학기로 나누어집니다.
대학원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입시제도
유학생을 위한 입시제도
와코대학은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대
학은 4월부터 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와코대학에서는 2월의 일반입시와 더불
어 유학생을 위한 특별입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8월상순에 발행하는 입시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시에 
관한 정보는 대학 홈페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wako.ac.jp/nyushi

학부 학생 납부금
입학금 (입학시) 250,000엔
시설 설비자금 (연액) 100,000엔
수업료 (연액) 850,000엔
실험실습비 (예술학과) 30,000엔

합계

심리교육학과

현대사회학과

신체환경공생학과

종합문화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1,200,000엔

예술학과 1,230,000엔
보육전수 1,270,000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업료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