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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대학

다마대학은 1989년 세계화와 고도 정보화사회의 진전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학부 과정 
학생들이 다마 및 쇼난의 두 개 캠퍼스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교실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과 직원 모두로부터 
개인을 중시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마대학 교육의 특색은 소인원제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대화형 수업에 있습니다. 충분히 계획된 기초교육 과목과 
함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선택과목 중에서 장래의 직업을 고려한 과목 이수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또, 두 캠퍼스에는 친절하게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데이터(2010년 5월 1일 현재)

경영정보학부는 현대 비즈니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과 '정보'를 하나로 
융합시킨 학제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소인원제 
교육·세미나 중심형 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활방식, 학습방식을 
깨우치게 해서 성장을 촉진합니다.도전과 
변화에 넘치는 '높은 이상을 지닌 현대의 
인재육성 학교'에서 충실한 학업 생활을 
보내 주십시오.

세미나 중심의 수업 

 

취업 지원

S M I S에서는  취업지원과가  학생들의  
취업활동 지원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취업 희망자의 93.8%가 졸업 
시 점 에  직 장 을  확 보 하 는  성 과 를  
달성하였습니다.

SMIS에는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소인원제 
세미나가  2 4개  강좌  이상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 학기의 기간 내내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하면서  그  
분야에서의 실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수  1,452명 

학생과 교원의 비율  16.5 : 1  

남녀비  남자: 80%  여자: 20% 

학급당 학생수(평균) 10-20명  

유학생의 출신국  중국  

 

특징

경영정보학부
School of Management and Information Sciences (SMIS)



다마대학에서 보내는 메시지

글로벌스터디학부
School of Global Studies (SGS)

SGS는 학생과 교원간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운 소인원제 학급을 특징으로 하고 
있 습 니 다 . 2 년 차 부 터  진 행 되 는  
전문교육에  대비하여 ,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1년차에  영어능력  
연마에  집중합니다 .  또  S G S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급·고급  
일본어반과 일본 문화 및 일본 역사에 
관한 코스, 일본에서 취직에 도움이 
되는 코스 등, 일부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GS는 일본에서 
일본 (어 )을  배우면서  영어로  대학  
수업을 받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전문 분야

호스피탤리티 매니지먼트
 

글로벌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여행이나 호텔 업계, 통역이나 번역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

국제기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

외자계 기업, 무역·금융·통신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아이굴 쿨나자로바

글로벌스터디 학부
교수

2 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3개 

전문 분야는 여러분이 규율을 초월하여 

사물을 생각하고, 로컬과 글로벌의 세계를 

오가며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그리스에서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균형 잡힌 인간', 즉 다른 분야의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이념입니다.

모로하시 마사유키

경영정보학부
학부장

다마대학은 건학 이념의 하나인 국제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수  년간  

국제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다마와  

쇼난의 두 캠퍼스에서는 교환 유학생과 일반 

유학생의 수용 체제를 정비하여 보다 활기 

있고 글로벌한 캠퍼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교 특징의 하나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심함'에 의해, 여러분이 

일본 입국 후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의미 

있 는  학 생 생 활 을  보 낼  수  있 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최전선에서 

통 용 되 는  실 천  학 문 을  중 시 하 는  

경영정보학부의 강점은 높은 취직율이기도 

합니다. 유학을 하신다면 부디 다마대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데이터(2010년 5월 1일 현재)

학생수  495명 

학생과 교원의 비율  9 : 1 

남녀비  남자: 49%  여자: 51%  

학급당 학생수(평균) 15-20 명  

유학생의 출신국  호주, 인도네시아, 네팔, 

한국, 독일

 

 

 

안동욱

글로벌스터디 학부
유학생

안녕하세여!  저는 다마대학에 재학중인 
안동욱입니다. 제가 일본에 온지는 3년이 되가며 
처음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어를 못하여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꼈으나, 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일본어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현재는 어느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생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거의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기에 
졸업할 때 즈음에는 영어와 일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학교 규모가 다른　학교에 비해 크지 
않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힘든 일에 부닥쳤을 경우에는 
학교에 계신 스탭분들이 친절히 도와주셔서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인데 너무 재미있는 추억이 많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일본과 일본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과 영어와 일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께 저희 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연락처

소재지

학자금 지원

(우)252-0805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엔교 802번지
다마대학 국제교류센터
international@gr.tama.ac.jp

홈페이지:http://www.tama.ac.jp  (일본어·영어만)

입시 정보
학사일정

                      봄학기
4월 초순: 오리엔테이션

5월 초순: 골든위크(연휴)

8월 초순: 기말시험

여름방학
8월 초순～ 9월 중순

봄방학
2월 초순～ 3월 하순

      　가을학기
9월 하순: 수업 개시

11월 초순: 학원 축제

12월 24일～ 1월 5일: 겨울방학

1월 하순: 기말시험

지원서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어학능력 요건

지원기간

    지원은, 4월 입학의 경우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9월 입학의 경우는 1월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수업료·비용

 

유학생(유학 비자를 취득)을 대상으로 수업료의 30%를 감액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제도 
          http://www.jasso.go.jp/scholarship/shoureihi.html (일본어만)

 일본어  영어  

SMIS  
L evel 2 on the old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n/a 

SGS  
Can  use Japanese writing 

system and basic grammar.   

Japanese -speakers:      TOEFL 500+  

Non -Japanese  speakers:  TOEIC  350+  
 

없음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히라가나, 가타카나, 기본적인 

일본어 문법을 알아야 함
모국어가 일본어인 사람: TOEIC 350+
모국어가 일본어 이외인 사람: TOEFL 500+

湘南台
Shonandai
Station

永山
Nagayama
Station

新宿

Shinagawa
Station

Shinjuku
Station

Tokyo
Station

品川

東京

横浜
Yokohama
Station

Tama Campus

Shonan Campus

 SMIS SGS 

입학금  300,000엔 200,000엔 

수업료(1학기)  350,000엔  450,000엔  

기타 연간 (1년차만) 350,000엔 350,000엔 

               (2년차 이후)      280,000엔 280,000엔 

 

* 다마 캠퍼스까지 신주쿠역에서 약 45분
* 쇼난 캠퍼스까지 신주쿠역에서 약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