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대학

지도교수의 우리학과 진로 TIP

일본어과

직무기반 전공특화 진로개발 로드맵

1,2학년 기초 전공 과목을 통해 언어역량, 문화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고 각종 일본어능력시험 관련 자격
능력 배양
전공 심화 과목을 통해 외국어교육 역량, 창의/비판적 사고역량,
비즈니스 실무역량, 언어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전문화된 자격 능력 배양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심미적 감성 역량, 디지털(미디어) 리터러
시 역량, ICT역량, 공동체 역량,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진출분야

교육 / 연구 / 통번역

관광MICE 및 문화 / 예술 /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국내외 일반기업 무역 / 해외영업

주요직무

번역가, 통역사, 교재 및 교구 개발자, 출판업자, 교사, 강사, 교수

여행기획자, 관광통역안내사, 항공사승무원, 호텔리어,
문화교류사, 게임 및 영상 애니메이션 수입 및 제작자,
문화콘텐츠 개발자, 아나운서 및 방송관련직

공무원, 공기업/일반기업체 사무 및 행정, 해외영업원,
대외제휴협력사무원, 물류관리사, 외국계기업 사무원,
일본 IT관련 기업 실무자

1학년
2학년

학과 전공
전공 교과

#진로?
#궁금해?
#야 너두 찾을 수 있어!
#진로개발 로드맵!

선택

기초일본어(1)(2), 초급일본어강독(1)(2), 초급일본어회화(1)(2), 일본어문형연습

필수

일본어문법(1)(2), 중급일본어

선택

일본어강독(1)(2), 일본어한자, 일본어학개론

일본어문장연습(1)(2), 일본학입문

일본어원서이해(1), 중급일본어회화(1)(2)

3학년

선택

일본어원서이해(2), 일문법특강, 일본문학개론(1)(2),
일본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글로벌캡스톤디자인(일본문화1,2), 일본문화(1)(2),
일본소설과스토리텔링, 고급일본어

실무일본어(1)(2), 실무일본어 문서작성(1)(2), 일본어고급표현

4학년

공통

통번역연습, 한일어대조분석, 일본어교과교육론,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논리및논술,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일본문학과 문화, 실용일본어, 일본어경어연습

정보일본어, 일본어프레젠테이션연습, 국내인턴십 및
해외취업준비과정, 현장실습(1)(2)

비교과
1~4학년

교과

대학
일자리 비교과
본부

Hanbat J-Smart(Speaking, Manner, Reading&Hearing, Test)
➊ 진로설계1(자기이해와 대학생활) ▶ ➋ 진로설계2(진로탐색과 자기계발) ▶ ➌ 진로설계3(진로설정과 경력개발) ▶ ➍ 진로설계4(취업전략과 실전취업)

진로

저학년진로특강, 고학년역량분석프로그램, 리더십특강, 리더십캠프,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우수지역기업탐방, 직무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

취업

화목DAY(직무멘토링,자소서,면접(AI면접솔루션)), MINI채용박람회, 취준생프레젠테이션, 기업분석경진대회, 기업인사담당자동행캠프, O2공기업취업아카데미, 취업동아리, 컴퓨터활용능력향상,
6시그마GB, 마케팅조사분석사, 서비스경영자격A/B, AI자소서솔루션, 해외취업서류/면접컨설팅

일경험
학과맞춤
진로 및 취업상담

유관기관 취업·창업지원

대전형co-op청년뉴리더양성사업, 우수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기업탐방
학과별 직무특강, 학과별 취업특강, 학과별 직무체험
진로 및 전공탐색, 목표 및 방향설정, 직업심리검사, 학년별 취업준비, 직무/기업분석, 이력서/자소서, 면접준비, 취업알선
(산학협력단·LINC+사업단)취·창업동아리, 취·창업프로그램, 빅데이터 인력양성 (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 (창업지원단) 창업상담,창업캠프 (국제교류원)해외연수, 모의토익 (학생상담센터)심리/진로상담

자격증

정교사자격증(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
번역능력인정시험(TCT)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 비즈니스일본어
능력테스트(BJT), 관광통역안내사, 국제문화교류사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BJT),
IT관련 자격증, 유통관리사, 통관사, 물류관리사

주요 취업처

유·초·중·고·대 교육기관, 어학원 등 교육 분야/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등 연구 분야, 출판사 등

여행사, 항공사, 호텔, 면세점, 방송국 및 언론기관,
영상문화 매체 관련 업체, 크리에이터 등

국내외 공공기관, 국내외 외국계기업,
국내외 일반기업, 국내외 일본계기업 등

일본어과 기타정보

학과소개
일본어과

일본어과 학술문화제 소개
일본어과의 대표행사로 학술교류, 학업성취도 평가, 선·후배 및 동문 간 교류의 장으로서 매년 11월
에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학과소개를 비롯하여 원어연극, 일본어 스피치 대회, 장기자랑, 국외
교류 보고, 동문회 소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학술문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원어연극은, 1992년
제1회 일본어과 학술문화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이어져오고 있으며 작품선정에서부터 각색,
연출, 출연, 무대설비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하는 종합 문화 예술 학술제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의 정보화, 국제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실무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 지리적,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일정하
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본과의 교류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일본어과는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일본문화를 비롯한 일본 사회 전반을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학계 및 연구기관, 일본 관련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학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

자기주도 학습활동 소개

대학
비전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대학
인재상

도덕적 사회인, 창의적 지식인, 도전적 세계인

대학
핵심
역량

인성윤리/의사소통/실용전문/문제해결/글로벌/리더십

학과
교육
목적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일본어·일본지역 전문가 양성

학과
교육
목표

일본어과

진로개발
로 드 맵
#진로? #궁금해? #야 너두 찾을 수 있어! #진로개발 로드맵!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언어/비언어적 소통을 포함한 우수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일본어/일본지역 전문인력 양성
● 일본어학, 일본문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글로컬 감각과 인문학적 감성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관광/컨벤션
등의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방대한 글로컬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해석할 줄 아는 데이터 분석 능력
을 갖춘 일본학/일본어 전문인력 양성
● 창의적 능력과 비판적사고, 협업 능력을 갖춘 일본학/일본어 전문인력 양성
●

학과
인재상

소통형 전문가 / 창의형 전문가 / 글로컬 전문가

졸업생 주요 취업 기관
학과 동아리

(주)그래픽테크노재팬

(주)대길산업
대전

주요 활동

활동 내용

연락처

원어연극 동아리

연극 작품선정, 각색, 연출, 출연 등

042-821-1348

히로바(広場)

일본어과 소식 및 학술지

042-821-1348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 042-821-1348
사 무 실 : S4동 326호
홈페이지 : https://www.hanbat.ac.kr/japanese/

대학일자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