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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Guiding Principles

Wako University was founded in 1966 as a four-year liberal arts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Wako’s founder and first president,  
Dr. Satoru Umene, was a pioneer in the postwar movement to reform 
Japanese higher education. 
 From its inception, Wako University has striven to embody the high 
ideal of an interdisciplinary learning community open to society and the 
world at large.
 Here, faculty and students interact freely, cherishing the clash of 
values and ideas and pursuing personal and intellectual growth through 
independent study and research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broaden 
their knowledge, students are actively encouraged to take courses in 
departments and faculties outside their own.

Departments and Faculties

n Faculty of Human Sciences
The faculty explores people, society, and the world in depth, for acquiring 
knowledge of living by addressing the issues people face today.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Education
The department explores psychology and educational science, 
inclu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ertificate Program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s also available for nurses and 
preschool teachers.

•Department of Sociological Studies
The department explores contemporary global issues, from social 
inequality to gender and ethnic relations, while fostering analytical 
skills, a critical sensibility, and creative approaches to various social 
problems.

•Department of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The department explores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bodily, 
environmental, and cultural well-being.

n Faculty of Representational Studies
The faculty is offering courses that enable you to learn “how to 
express” yourself through various means of media, by words, by images 
(television, movies, commercials), and by artistic creation.

•Department of Transcultural Studies
The department focusing on verbal expression explores cultural 
phenomena in their totality and strives to produce graduates who 
are able to think creatively and express themselves with clarity and 
precision.

•Department of Arts
The department develops and refines artistic expression, from the 
basics to the studio.

n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Studying economics and business management means acquiring the 
skills to anticipate social trends. The faculty examines some of the 
profound issues in our lives and the time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a range of careers in society.

•Department of Economics
The department seeks to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the study of 
economics as it relates to daily life.

•Department of Business and Media
The department studies management basics and computer science, 
emphasizing hands-on instruction.

和光大学的沿革和理念

　　和光大学创立于1966年,是一所以基础学科为主的四年制大学。和光大学
的创立者,首任校长梅根梧先生是教育开拓的先锋,并带头致力于日本战后大学
教育的改革。
　　和光大学自创立起就注重教育跨学科,面向社会,面向世界。校园里,教师
和学生自由议论,各种观点和价值观都得到尊重。每个学生独自学习研究和参
加课外活动,使个人能力和智力都获得进一步提高。为开阔学生们的知识面,除
了必修课以外,还鼓励学生参加其他学部的课程。

学部和学科的组成与特色

n 现代人间学部
　　对人、社会和世界进行全方位、深层次的研究，针对现代人所面临的
课题，学会掌握生存的智慧。

c 心理教育学科
　　心理教育专业着重于心理学和教育学（包括幼儿教育在内）。同时设
有保育师、幼儿园教师的培养课程“保育专修”。

c 现代社会学科
　　现代社会学科注重培养分析能力、批判性感受能力以及如何创造性
地解决多样化社会问题的能力，同时，还致力于研究全球范围内的各类
问题，包括当代所面临的社会不平等问题、性别差异和民族关系等。

c 身体环境共生学科 
　　身体环境共生专业是把身体、环境、异文化相结合，摸索共存世界
的一门学科。

n 表现学部
　　表现专业教授学生如何通过语言、影像、艺术等各种媒体形态进行信
息的创造及传播，即学习在“如何表现”这一课题上所需的各种知识。

c 综合文化学科
　　通过研究日本文化、比較文化和表現文化，不仅能够培养出用综合眼
光来观察人类的文化现象，而且能培养出具有独创思维，并勇于创新的人
材。

c 艺术学科
　　从基础知识到工作室创作实践,开拓并提高艺术表现的手法。

n 经济经营学部
　　通过学习经济和经营，掌握了解社会的方法。
　　验证当前社会所面临的问题，掌握广泛的职业基础知识。

c 经济学科
　　透过研究日常生活中的经济现象来了解世界。

c 经营学科
　　通过计算机科学和教室里的实践教育,传授经营管理的基本知识。

Academic Year

The academic year begins in April and ends in March of the following 
year. Most courses run for a full academic year, but some are organized 
on a semester basis.

University Entrance Exams for Overseas 
Students

Wako University welcomes foreign students wishing to pursue a four-year 
course of study leading to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Japan, the academic 
year begins in April. In addition to the general entrance examinations held 
in February, Wako holds a special exam for foreign candidates.

*	For	details	concerning	general	and	other	entrance	exams,	refer	to	the	university’s	admission	
requirements	and	schedule,	which	are	issued	annually	in	early	August.	This	information	is	also	
posted	on	the	university	web	site	at	http://www.wako.ac.jp/nyushi

Fees for Regular Full-time Students
University Entrance Fees (one time only upon acceptance) ¥250,000

Facility and Equipment Fees (annual) ¥100,000

Academic Fees (annual) ¥850,000

Practical Training Fe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rts only)

¥30,000

Total Fees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Education
Department of Sociological Studies
Department of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Department of Transcultural Studies
Department of Economics
Department of Business and Media

¥1,200,000

Department of Arts ¥1,230,000

Certificate Program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1,270,000

*	Where	special	circumstances	warrant,	fees	may	be	paid	in	installments.

学期

　　新学年四月开学,第二年三月结束。一学年分成两个学期（前期和后期）。
研究生院课程为半年制。

入学考试

留学生入学考试制度
　　和光大学欢迎外国留学生入学就读四年制课程,毕业时可获得学士学位。
日本新学年从四月份开始。除了二月举行的一般入学考试以外，和光大学还
专门为外国留学生举行特别招生考试。

* 关于入学考试的详细内容，请参照大学的招生简章（八月上旬发行）。
 招生信息请参阅和光大学的主页。http://www.wako.ac.jp/nyushi/

学部学生应缴纳的费用

入学费(在入学时缴纳) 250,000日元

设备设施费(一年) 100,000日元

学费(一年) 850,000日元

实践训练费(只限艺术学科) 30,000日元

合计

心理教育学科
现代社会学科
身体环境共生学科
総合文化学科
经济学科
经营学科

1,200,000日元

艺术学科 1,230,000日元

保育专修 1,270,000日元
* 学生如有特殊的理由、可以享受分期缴纳学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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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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현대인간학부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게 배우고 현대의 인간이 

안고 있는 과제와 적극적으로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익힙니다.

c 심리교육학과

심리교육학과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학과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보

육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보육전수" 과정도 있습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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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신체환경공생학과

신체환경공생학과는, 신체적 행복, 환경적 행복, 문화적 행복 사이의 상

호관련을 탐구합니다.

n 표현학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영상, 예술같은 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통해 

정보를 창출하거나 발신하는 것 곧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련된 지식을 배

웁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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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예술학과

기초부터 실천까지 예술적 표현능력을 높여 갑니다.

n 경제경영학부
경제와 경영을 배운다는 것은 사회의 동향을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

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검증하고 다양한 캐리어의 기초를 

익힙니다.

c 경제학과

경제학을 통해 일상생활의 현실을 분석하고 세계로 시야를 넓혀갑니다.

c 경영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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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미디어학과

1,200,000엔

예술학과 1,230,000엔

보육전수 1,270,000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업료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Facilities

Umene Memorial Library &  
IT Center, Wako University
The library & IT Center has more than 480,000 volumes, an online 
database, complete Internet access, a braille corner and a reading 
service for the visually impaired.

和光大学梅根纪念图书・信息馆

　　藏书48万册，在线数据库，也可利用WWW检索。
盲文图书室也配置"一对一朗读"服务设备。

와코대학 우메네 기념도서・정보관

48만권 이상의 장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환경, 점자 자료와 대면 

낭독 등의 환경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Cafeteria
The cafeteria on the fourth floor of Building E is always bustling with a 
bright and open atmosphere. A wide range of menu items is available 
at the buffet counter including seasonal menus.

食堂

　　E栋4层的食堂宽敞明亮，总是座无虚席。餐点丰富多样，自助餐台上总是
摆放着时令菜肴等各色美食。

식당

E동 4층 식당은 밝고 개방적이며 항상 북적입니다. 메뉴도 풍부하고 뷔페 카

운터에는 계절 메뉴 등 다양한 반찬이 있습니다.

Media Room
The Media Room located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s of Building 
E, which was completed in spring 2010, is installed with 200 Windows 
computers and 70 Mac computers. Additionally, the newly established 
studio on the third floor offers use of a full range of equipment. 

多媒体室

　　多媒体室位于2010年春季落成的E栋2层和3层，配有200台Windows及70
台Mac。3层新设的演播室内，还配有专业器材。

미디어실

2010년 봄에 완성된 E동의 2층ㆍ3층에 위치한 미디어실에는 Ｗindows 

200대, Mac 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3층에 신설된 스튜디오에서는 

본격적인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laestra
The name “Palaestra” was taken from facilities in ancient Greece and 
Rome establish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of fostering athletics 
and philosophy. In addition to the main arena, Palaestra is filled with  
a vibrant atmosphere, and is equipped with a training room and  
climbing room as well as an exhibition space for various works. 

巴乐斯特拉

　　巴乐斯特拉是根据古希腊罗马“以智力体力全面教育发展为目的的设施”
而命名的综合性体育馆。这里以大圆形竞技场为首，配有训练室和攀岩墙，还
设有作品展示区，一派生气勃勃的景象。

팔레스트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체육과 지육 교육시설의 이름을 딴 "팔레스트라". 주경기

장을 비롯해 트레이닝실과 클라이밍월 그리고 작품 전시 공간도 있어 늘 활기

에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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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upport/Graduate SchoolSupport/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Services

n Scholarships
Wako University offers the following scholarships.
(Application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cademic 
standing.)
• Wako University Scholarship for Self-Supporting 

Foreign Students
•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Scholarship for 

Self-Supporting Foreign Students
• Scholarships offered by various private groups and 

foundations

n Housing Residence Halls 
We have one residence hall which offers attractive and 
complete housing and dining. As an on-campus resident, 
you will have ample opportunity to develop outside the 
classroom. 
Entrance: ¥20,000
Room (two or four person share): ¥11,000/month  
Dining (breakfast & supper): ¥500/day

School of Graduate Studies

n Department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Program in Social and Cultural Theory

 The program explores various issues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and clinical education, environments, 
Eurasia, vulnerable persons and minorities as well as 
economic and business fields.

 •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Studies
  The program explores contemporary issues, 

emphasizing the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a transnational world.

 • Program for Clinical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Studies

  The program conducts research into various clinical 
and pragmatic issues related to development support 
and education.

 • Program for Studies of Contemporary Economics and 
Business

  The program is aimed at nurtur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internationalism in addition to  
practical skills that meet the current economic  
and management environment.

Career/Higher Education
Guidance is provided for students to harness their  
capabilities acquired through their studies into strengths  
that can be utilized in society after graduation and further 
into the future.

n Career Support Program
 Various career support lectures or company briefing 

sessions are available for students to attend from their 
freshmen year.

 • Joint Company Briefing Sessions
 Joint company briefing sessions are implemented on  

several occasions 
per year. Nearly 
40 companies 
participate in large-
scale events and 
10-20 companies 
in relatively small-
scale events.  
(photo ①)

 • Roundtable Discussion for Employment
 A roundtable discussion is held to enable Japanese 

students and university instructors to interact and 
exchange information. Recruiting seminars for overseas 
students are also held. (photo ②)

n Career Counseling
 One-on-one career counseling is also available to discuss 

students’ concerns regarding their career or to offer 
advice on their job search. Mock job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photo ③)

n WaNavi
 By registering on WaNavi, 

students can receive job and 
seminar information via email 
to augment their job search.

Wako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
The Center maintains close relations with academic  
institutions abroad in order to foster scholarly and cultural 
exchange for students and faculty. The Center also  
organizes special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 
Wako. These include an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staffed 
by full-time advisors who speak Chinese and Korean.  
The Center also offers Japanese-language instruction,  
a tutorial program, and intercultural events and outings.

Tuition Fee Exemption for Foreign 
Students
A tuition fee exemption system is in place for foreign 
students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to enable them to concentrate on academics 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Please note, however, that applicant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receive an exemption.

Course Fee Deduction Amount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tudents

¥125,000/annually ¥50,000/semester

The	above	deduction	amounts	are	for	fiscal	2011.	However,	 individual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ndividual	whose	visa	status	is	to	“study	abroad”
•	Individual	who	satisfies	designated	scholastic	attainment	standards
•	Individual	who	satisfies	other	standards	of	exemption	and	deduction	

regulations

就学、学生生活支援制度

n 奖学金制度
　　本大学提供以下奖学金:
　　各种奖学金要按照申请报名者的学习成绩
来授与
• 和光大学私费外国人留学生奖学金 
• 日本学生支援机构私费外国人留学生学习奖

励费
• 其他私人财团和各种基金的奖学金

n 学生宿舍
　　校园里建有五层楼的学生宿舍。上课方
便，并提供早餐和晚餐，厨师都有国家营养士
资格，各餐营养丰富。住宿费低廉，有什么困
难可以和同学共同解决。
住宿费／一个月 11,000日元
住宿手续费／20,000日元
伙食费／500日元（早餐·晚餐）
房间是双人房或四人房。

和光大学研究生院

n 社会文化综合研究科 社会文化论专业
（硕士课程）

 　　致力于研究解决人间发达、教育临床、
环境、欧亚大陆、弱者/少数人以及经济商务
领域中的各类问题。

 • 现代社会文化论课程 
 　　　探索当代问题，强调全球跨越国界的

文化、社会和环境因素。
 • 发达及教育临床论课程 
 　　　研究与支援发达科学及教育相关的各

种临床性且具有现实意义的问题。
 • 现代经济及商务课程
 　　　培养与现代经济及经营环境相适应的

专业知识、国际视角和实践能力。

就业、升学

　　教育学生如何将学习中掌握的知识变成毕
业后在社会上应用的能力，为你的未来前途提
供支援。

n 职业支援计划
 　　举办各类职业支援讲座和公司说明会，

一年级学生即可参加。

 • 企业联合说明会
 　　企业联合说明会的情景（照片①）。每年在

校内举办数次。大型说明会一般有近40家企
业参加，小型说明会每次也有10～20家企业
参加。

 • 就业座谈会
 　　就业座谈会的情景（照片②）。与日本学生

及教职员进行交流，相互交换信息。此外，
还举办专门面向留学生的就业研讨会。

n 职业咨询师
 　　职业咨询的情景（照片③）。与职业咨询师

进行一对一的对话，咨询有关前途的困扰以及
就业问题。还可进行模拟面试。

n WaNavi
 　　在WaNavi上注册后，即可收到有关招聘

信息及研讨会信息的邮件。为就业提供有力
的帮助。

国际交流中心

　　国际交流中心为留学生开设了帮助解决各种
问题和困难的咨询处。并且常设有会说中文和韩
语的工作人员，致力于建造一个让新生也能安心
进行咨询的环境。国际交流中心还对于我校学生
在海外进修时的安全管理给予支持，对于从海外
来的特别旁听生进行日语教育，举办留学生联欢
会和校外活动。

留学生学费减免措施

　　为减轻学生的经济负担，使之专心学业，针
对在本校学习的留学生（本科生、研究生）设立
了学费减免措施。
　　需要注意的是减免措施的适用对象必须符合
一定的条件。

学费减免额

本科生 研究生

年额　125,000日元 各学期　50,000日元

以上为2011年度的减免额。适用对象需符合以下条件：
• 持“留学”居留资格者
• 成绩达到规定标准者
• 符合其他减免规定标准者

취학ㆍ학생 생활 지원 시스템

n 장학금 제도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 제도가 있습

니다.

각각의 장학금의 지급,추천에 있어서는 성적 

등에 의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와코대학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일본학생지원기구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 각종 재단 등이 수여하는 장학금 

n 학생 기숙사
기숙사는 잘 정비된 철근 콩크리트제의 5층 

건물로 캠퍼스 내에 있어 통학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공되는 식사는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있어 영양 밸런스가 뛰

어 납니다. 기숙비가 싼 것도 매력입니다. 어

려운 일이 생겨도 동료들이 있어 안심하고 공

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기숙사비/한 달 11000엔　입사비/2000엔

식비/500엔(아침과 저녁 2식)

방은 2인실과 4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와코대학 대학원

n 사회문화종합연구과 사회문화론 전공

（석사과정）
 인간발달과 교육임상, 환경, 유라시아, 약

자ㆍ마이너리티 나아가서는 경제ㆍ비즈니스

의 장을 필드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합니다.

• 현대사회문화론 코스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문화, 사회, 환경

을 중시하면서 현대의 여러 문제를 연구

합니다.
• 발달ㆍ교육임상론 코스

 발달 지원과 교육에 관련된 임상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연구합니다.
• 현대경제ㆍ비즈니스 코스

 현대의 경제ㆍ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지식과 국제 감각, 실천력을 양성합니다.

취업ㆍ진학

배우는 가운데 익힌 능력을 졸업 후 사회에서 활

용하고 나아가 더 먼 장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고 있습니다.

n 캐리어 지원 프로그램
 1학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리어 지

원 강좌나 회사설명회.

 • 합동회사설명회

 일년에 몇 차례 열리는 교내 합동회사설명

회의 모습（사진①）. 큰 규모의 설명회에는 
약 40여 기업이 참가. 작은 규모라도 매번 

10~20여 기업이 참가.

 • 취업좌담회

 일본인 학생이나 교직원과 교류하고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취업좌담회의 모습（사진

②）. 이밖에도 유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세
미나도 개최.

n 캐리어 카운셀러
 캐리어 카운셀러가 진로에 관련된 고민이나 

취업 상담에 일

대일로 응합니

다（사진③）. 모
의 면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n WaNavi
 WaNavi에 등록하면 구인 정보나 세미나 정

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제교류센터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 문화교류의 추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기관과의 관계를 맺고 있

습니다. 또 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의 창구에는 중국

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센

터에서는 일본어 지도, 취학상의 상담이나 문화

교류 이벤트 등도 기획, 운영합니다.

유학생의 수업료 감면에 대하여

본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학부생ㆍ대학원생)

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감면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으므

로 주의하십시오.

수업료 감면액

학부생 대학원생

연액 125,000엔 각 학기 50,000엔

2011년도 감면액입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재류 자격이 "유학"인 자
• 소정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 감면 규정의 기준을 갖춘 자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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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upport/Graduate SchoolSupport/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Services

n Scholarships
Wako University offers the following scholarships.
(Application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academic 
standing.)
• Wako University Scholarship for Self-Supporting 

Foreign Students
•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Scholarship for 

Self-Supporting Foreign Students
• Scholarships offered by various private groups and 

foundations

n Housing Residence Halls 
We have one residence hall which offers attractive and 
complete housing and dining. As an on-campus resident, 
you will have ample opportunity to develop outside the 
classroom. 
Entrance: ¥20,000
Room (two or four person share): ¥11,000/month  
Dining (breakfast & supper): ¥500/day

School of Graduate Studies

n Department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Program in Social and Cultural Theory

 The program explores various issues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and clinical education, environments, 
Eurasia, vulnerable persons and minorities as well as 
economic and business fields.

 •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Studies
  The program explores contemporary issues, 

emphasizing the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a transnational world.

 • Program for Clinical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Studies

  The program conducts research into various clinical 
and pragmatic issues related to development support 
and education.

 • Program for Studies of Contemporary Economics and 
Business

  The program is aimed at nurtur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internationalism in addition to  
practical skills that meet the current economic  
and management environment.

Career/Higher Education
Guidance is provided for students to harness their  
capabilities acquired through their studies into strengths  
that can be utilized in society after graduation and further 
into the future.

n Career Support Program
 Various career support lectures or company briefing 

sessions are available for students to attend from their 
freshmen year.

 • Joint Company Briefing Sessions
 Joint company briefing sessions are implemented on  

several occasions 
per year. Nearly 
40 companies 
participate in large-
scale events and 
10-20 companies 
in relatively small-
scale events.  
(photo ①)

 • Roundtable Discussion for Employment
 A roundtable discussion is held to enable Japanese 

students and university instructors to interact and 
exchange information. Recruiting seminars for overseas 
students are also held. (photo ②)

n Career Counseling
 One-on-one career counseling is also available to discuss 

students’ concerns regarding their career or to offer 
advice on their job search. Mock job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photo ③)

n WaNavi
 By registering on WaNavi, 

students can receive job and 
seminar information via email 
to augment their job search.

Wako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
The Center maintains close relations with academic  
institutions abroad in order to foster scholarly and cultural 
exchange for students and faculty. The Center also  
organizes special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 
Wako. These include an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staffed 
by full-time advisors who speak Chinese and Korean.  
The Center also offers Japanese-language instruction,  
a tutorial program, and intercultural events and outings.

Tuition Fee Exemption for Foreign 
Students
A tuition fee exemption system is in place for foreign 
students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to enable them to concentrate on academics 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Please note, however, that applicant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receive an exemption.

Course Fee Deduction Amount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tudents

¥125,000/annually ¥50,000/semester

The	above	deduction	amounts	are	for	fiscal	2011.	However,	 individual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ndividual	whose	visa	status	is	to	“study	abroad”
•	Individual	who	satisfies	designated	scholastic	attainment	standards
•	Individual	who	satisfies	other	standards	of	exemption	and	deduction	

regulations

就学、学生生活支援制度

n 奖学金制度
　　本大学提供以下奖学金:
　　各种奖学金要按照申请报名者的学习成绩
来授与
• 和光大学私费外国人留学生奖学金 
• 日本学生支援机构私费外国人留学生学习奖

励费
• 其他私人财团和各种基金的奖学金

n 学生宿舍
　　校园里建有五层楼的学生宿舍。上课方
便，并提供早餐和晚餐，厨师都有国家营养士
资格，各餐营养丰富。住宿费低廉，有什么困
难可以和同学共同解决。
住宿费／一个月 11,000日元
住宿手续费／20,000日元
伙食费／500日元（早餐·晚餐）
房间是双人房或四人房。

和光大学研究生院

n 社会文化综合研究科 社会文化论专业
（硕士课程）

 　　致力于研究解决人间发达、教育临床、
环境、欧亚大陆、弱者/少数人以及经济商务
领域中的各类问题。

 • 现代社会文化论课程 
 　　　探索当代问题，强调全球跨越国界的

文化、社会和环境因素。
 • 发达及教育临床论课程 
 　　　研究与支援发达科学及教育相关的各

种临床性且具有现实意义的问题。
 • 现代经济及商务课程
 　　　培养与现代经济及经营环境相适应的

专业知识、国际视角和实践能力。

就业、升学

　　教育学生如何将学习中掌握的知识变成毕
业后在社会上应用的能力，为你的未来前途提
供支援。

n 职业支援计划
 　　举办各类职业支援讲座和公司说明会，

一年级学生即可参加。

 • 企业联合说明会
 　　企业联合说明会的情景（照片①）。每年在

校内举办数次。大型说明会一般有近40家企
业参加，小型说明会每次也有10～20家企业
参加。

 • 就业座谈会
 　　就业座谈会的情景（照片②）。与日本学生

及教职员进行交流，相互交换信息。此外，
还举办专门面向留学生的就业研讨会。

n 职业咨询师
 　　职业咨询的情景（照片③）。与职业咨询师

进行一对一的对话，咨询有关前途的困扰以及
就业问题。还可进行模拟面试。

n WaNavi
 　　在WaNavi上注册后，即可收到有关招聘

信息及研讨会信息的邮件。为就业提供有力
的帮助。

国际交流中心

　　国际交流中心为留学生开设了帮助解决各种
问题和困难的咨询处。并且常设有会说中文和韩
语的工作人员，致力于建造一个让新生也能安心
进行咨询的环境。国际交流中心还对于我校学生
在海外进修时的安全管理给予支持，对于从海外
来的特别旁听生进行日语教育，举办留学生联欢
会和校外活动。

留学生学费减免措施

　　为减轻学生的经济负担，使之专心学业，针
对在本校学习的留学生（本科生、研究生）设立
了学费减免措施。
　　需要注意的是减免措施的适用对象必须符合
一定的条件。

学费减免额

本科生 研究生

年额　125,000日元 各学期　50,000日元

以上为2011年度的减免额。适用对象需符合以下条件：
• 持“留学”居留资格者
• 成绩达到规定标准者
• 符合其他减免规定标准者

취학ㆍ학생 생활 지원 시스템

n 장학금 제도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 제도가 있습

니다.

각각의 장학금의 지급,추천에 있어서는 성적 

등에 의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와코대학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일본학생지원기구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 각종 재단 등이 수여하는 장학금 

n 학생 기숙사
기숙사는 잘 정비된 철근 콩크리트제의 5층 

건물로 캠퍼스 내에 있어 통학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공되는 식사는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있어 영양 밸런스가 뛰

어 납니다. 기숙비가 싼 것도 매력입니다. 어

려운 일이 생겨도 동료들이 있어 안심하고 공

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기숙사비/한 달 11000엔　입사비/2000엔

식비/500엔(아침과 저녁 2식)

방은 2인실과 4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와코대학 대학원

n 사회문화종합연구과 사회문화론 전공

（석사과정）
 인간발달과 교육임상, 환경, 유라시아, 약

자ㆍ마이너리티 나아가서는 경제ㆍ비즈니스

의 장을 필드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합니다.

• 현대사회문화론 코스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문화, 사회, 환경

을 중시하면서 현대의 여러 문제를 연구

합니다.
• 발달ㆍ교육임상론 코스

 발달 지원과 교육에 관련된 임상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연구합니다.
• 현대경제ㆍ비즈니스 코스

 현대의 경제ㆍ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지식과 국제 감각, 실천력을 양성합니다.

취업ㆍ진학

배우는 가운데 익힌 능력을 졸업 후 사회에서 활

용하고 나아가 더 먼 장래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고 있습니다.

n 캐리어 지원 프로그램
 1학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리어 지

원 강좌나 회사설명회.

 • 합동회사설명회

 일년에 몇 차례 열리는 교내 합동회사설명

회의 모습（사진①）. 큰 규모의 설명회에는 
약 40여 기업이 참가. 작은 규모라도 매번 

10~20여 기업이 참가.

 • 취업좌담회

 일본인 학생이나 교직원과 교류하고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취업좌담회의 모습（사진

②）. 이밖에도 유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세
미나도 개최.

n 캐리어 카운셀러
 캐리어 카운셀러가 진로에 관련된 고민이나 

취업 상담에 일

대일로 응합니

다（사진③）. 모
의 면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n WaNavi
 WaNavi에 등록하면 구인 정보나 세미나 정

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제교류센터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 문화교류의 추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기관과의 관계를 맺고 있

습니다. 또 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의 창구에는 중국

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센

터에서는 일본어 지도, 취학상의 상담이나 문화

교류 이벤트 등도 기획, 운영합니다.

유학생의 수업료 감면에 대하여

본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학부생ㆍ대학원생)

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감면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으므

로 주의하십시오.

수업료 감면액

학부생 대학원생

연액 125,000엔 각 학기 50,000엔

2011년도 감면액입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재류 자격이 "유학"인 자
• 소정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 감면 규정의 기준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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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 e s s

● Police box

● mister Donut

● Ramen
　 Ikkaku

● Yamazaki shop
● Natto factory

To Shinjuku

Tsurumi River

●
Flower shop

● Bank of Yokohama
●

Maruetsu

Akaogi liquor store ●
School bus stop (Taisho bridge)

School bus stop
(Tsurukawa

station
front)

South exit

North exit
Tsurukawa Station

Address: 2160 Kanai-machi, Machida-shi, Tokyo

WAKO UNIVERSITY

About 15 min. walk from 
Tsurukawa Station via the south exit

To Machida

JR Yokohama Line
26 min. Odakyu Line

6 min. by Local Train

Odakyu Line
9 min. by Local Train

Odakyu Line
4 min. by Local Train

Odakyu Line
19 min. by Express

Keio Inokashira Line
5 min. by Express

Odakyu Line
22 min. by Rapid Express

Odakyu Line
10 min. by Express

JR Nanbu Line
28 min.

JR Yokohama Line
30 min.

Odakyu Enoshima Line
20 min. by Rapid Express

Hachioji
Machida

Sagami-Ono

Yokohama

Fujisawa

Shinjuku

Shibuya

Kawasaki

Shimokitazawa Shin-Yurigaoka

Noborito

Odakyu Line
Tsurukawa

WAKO UNIVERSITY
To everyone considering studying in Japan

일본유학을 생각하시는 여러분께

赴日留学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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