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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대학에 대하여

대학

학부
법학부
문리학부
경제학부
상학부
예술학부
국제관계학부
위기관리학부[*]
스포츠과학부
이공학부
생산공학부
공학부
의학부[*]
치학부
마쓰도 치학부[*]
생물자원과학부
약학부[*]
통신교육부[*]

단기대학부
비즈니스교양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축·생활디자인학과[*]
과학기술종합학과[*]

대학원

법학연구과
신문학연구과
문학연구과
종합기초과학연구과
경제학연구과
상학연구과
예술학연구과
국제관계연구과
이공학연구과
생산공학연구과

공학연구과
의학연구과[*]
치학연구과[*]
마쓰도 치학연구과
생물자원과학연구과[*]
수의학연구과[*]
약학연구과[*]
종합사회정보연구과[*]
법무연구과[*]

[*] 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니혼대학의 교육

1889년에 창립된 니혼대학은 현재 약 8만 명의 학생이 다 
니는 , 일본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종합대학으로 그 분야는 
학부가 16 개 학부87 개 학과 , 단기대학부가 4 개 학과 , 대학 
원이 19 개 연구과 76 개 전공으로 걸쳐 있습니다 . 2019년에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니혼대학은 앞으로도 폭 넓은 학문 
분야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전문 분야의 틀을 넘어서 다양
한 활동도 더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각 학부와 연
구과의 학생수를 소수로 한정함으로써 세심한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본교의 큰 특징입니다 .
캠퍼스는 각 학부별로 독립되어 있으며 , 학부의 특성에 따

라 도쿄지역에 있는 도심형 캠퍼스와 교외의 대규모 캠퍼스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각 캠퍼스마다 실험과 실습에 필요한 
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최신 설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
약 122만 명이나 되는 졸업생들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 중에서 일본 국내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 수를 조

사한 통계에서 38년 동안 제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이 책자에 게재된 연구과 ·전공의 명칭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학시험 요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별 유학생수 (2021년 5월1일 현재 )

대학원 석사/석사과정 334

대학원 368
대학원 박사/박사과정 31

전문직 0

대학원 청강생 ·연구생 등 3

학부생 1,200
대학 1,226

학부 청강생 ·연구생 등 26

단기대학부 4

합계 1,598

국가 및 출신지역별 유학생수 [총계1,598] (2021년 5월1일 현재 )

인도네시아 (6)
베트남 (7) 
타이완 (38)

타이 (4) 피지 (4) 몽골 (4) 미국 (3) 
아랍에미리트 (3) 영국 (3) 
러시아 (3) 콩고 민주공화국 (2) 
통가 (2) 미얀마 (2) 이스라엘 (1) 
이집트 (1) 오스트레일리아 (1) 
카자흐스탄 (1) 케냐 (1) 사모아 (1) 
싱가포르 (1)  스위스 (1) 
스리랑카 (1) 칠레 (1) 터키 (1) 
벨기에 (1) 폴란드 (1) 말리 (1) 
루마니아 (1) 레바논 (1)

한국 (137)

중국 (1,358)

말레이시아 (6)

연구활동

2020년도 니혼대학이 교부 받은 과학연구비 보조금 채택 
건수는 647 건 (교부금액 총 약 10억 3,467만 엔 )으로 이러한 
채택 건수는 전국 국공사립 대학과 연구기관 중에서 23 위
를 , 사립 대학에서는 4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별 채택 건수 ·배분액 일람
(2020년도 ) (금액 단위 : 천엔 )

기관명 채택 건수 교부금액 합계

1 도쿄대학 4,202 22,549,534

2 교토대학 3,022 13,931,905

3 오사카대학 2,665 10,463,081

4 도호쿠대학 2,525 9,747,075

5 규슈대학 1,943 7,058,611

6 나고야대학 1,819 8,029,554

7 홋카이도대학 1,719 6,099,686

8 쓰쿠바대학 1,357 4,165,330

9 히로시마대학 1,220 2,840,071

10 게이오대학 1,187 3,660,410

11 고베대학 1,163 3,226,210

12 와세다대학 1,131 2,982,850

13 오카야마대학 1,001 2,385,305

14 가나자와대학 962 2,157,610

15
국립연구개발
법인 이화학연
구소

925 4,849,390

 

기관명 채택 건수 교부금액 합계

16 지바대학 911 2,422,940

17 도쿄공업대학 889 4,459,416

18 니가타대학 794 1,747,850

19 도쿄의과치과
대학 730 1,815,060

20
국립연구개발
법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705 2,121,860

21 리쓰메이칸대학 690 1,341,990

22 구마모토대학 687 1,720,930

23 니혼대학 647 1,034,670

24 나가사키대학 632 1,416,740

25 준텐도대학 610 1,155,180

26 신슈대학 606 1,145,170

27 도쿠시마대학 531 1,250,340

28 가고시마대학 528 928,460

29 나고야 시립대학 526 1,026,220

30 오사카 시립대학 493 1,062,490

파란색 표시는 사립 대학임

출처 :  문부과학성 <연구자가 소속하는 연구기관별 채택 건수·배분
액 일람 (2020년도 )>

한편 특허출원 실적은 2021년 3월 현재 일본 국내 2,130건, 
국외 929건 , 총 약 3,100건입니다 . 이 데이터는 니혼대학의 
우수한 연구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2019년도 대학 등에서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 특허 관계 실적
(기관별 ) (금액 단위 : 천엔 )

특허권 실시 등 건수
1 도쿄대학 3,777
2 교토대학 1,919
3 간토가쿠인대학 1,104
4 오사카대학 1,035
5 홋카이도대학 1,023
6 도쿄공업대학 750
7 나고야대학 664
8 규슈대학 530
9 신슈대학 389
10 게이오대학 374
11 히로시마대학 326
12 도호쿠대학 316
13 와세다대학 265
14 오카야마대학 240
15 고베대학 229
16 도쿄이과대학 209
17 규슈공업대학 206
18 가나자와대학 198
19 지바대학 187
20 니혼대학 186
21 도쿄의과치과대학 185

 

특허권 실시 등 건수
22 쓰쿠바대학 167
23 도쿄농공대학 163
24 구마모토대학 158
25 도야마대학 154

특허권 실시 등 수입금액
1 교토대학 676,397
2 도쿄대학 661,761
3 오사카대학 458,046
4 도호쿠대학 131,355
5 미에대학 110,123
6 홋카이도대학 105,788
7 나고야대학 100,652
8 도쿄의과치과대학 89,280
9 도쿄공업대학 77,861
10 규슈대학 76,781
11 고베대학 71,136
12 니혼대학 70,299
13 게이오대학 45,661
14 지바대학 44,653
15 구마모토대학 40,099

파란색 표시는 사립 대학임

출처 :  문부과학성 <2019년도 대학 등에서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 
지적재산에 관한 개별 실적>

학비 , 장학금, 사비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감면제도

학비는 입학금 , 수업료 , 시설설비자금 , 실험실습료 등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학부 ·연구과별 학비는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또한 ,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내 전형을 거쳐 니혼대

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합
니다 . 그 밖에 일본국내 여러 단체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니혼대학이 운영하는 장학금은 
니혼대학의 유학생들 중 약 3.0%(2020년도)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 본교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감면제도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업료 감면자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
니다 . 이 제도에 신
청할 수 있는 사람
은 '유학 '의 체류자
격을 가지고 대학
과 해당 학부가 정
하는 조건을 충족
하는 학생으로 , 입
학 후에 소속 학부
의 학생과 , 교학지
원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비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감면자 비율 
[2020년 ]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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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준비

일본어 능력

니혼대학의 강의 , 연구에서 이용되는 언어는 주로 일본어
입니다 .
따라서 니혼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본어의 4가

지 능력 (읽기 , 쓰기 , 말하기 , 듣기 )이 요구됩니다 . 또한 , 니
혼대학의 입학시험에서도 일본어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 대학의 강의를 이해하고 사회생활
을 제대로 하려면 일본어능력시험 N1수준 정도의 일본어 능
력이 필요합니다 .
일본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외의 

일본어학교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또한 , 
일본어능력시험 (JLPT)이나 일본유학시험 (EJU)으로 일본
어의 습득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nisshinkyo.org/
■일본어학교 리스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

https://www.jlpt.jp/
■일본어능력시험

https://www.jasso.go.jp/ryugaku/study-j/eju/
■일본유학시험

입학시험

대부분의 학부 , 연구과의 입학시험은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각 학부 , 연구과별로 시험방식 , 시험일 , 시험장 , 시험과목 
이 다르므로 , 학생모집 요강을 니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다 
운 받아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원해 주십시오 . 학생모
집 요강은 아래 URL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nihon-u.ac.jp/admission_info/
application/international/form_download/

■학생모집 요강 참조 URL

니혼대학 입시 가이드(https://www.nihon-u.ac.jp/
admission_info/)에서 ‘입학자 전형 정보’ , ‘외국인 
유학생 전형 정보’ , ‘학생모집 요강·입시 요강 (원
서 ) / 출원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
랍니다 .

수험 스케줄

출원할 학부, 연구과 선정

학생모집 요강 다운로드 ,
입시일정 등을 확인,
지원할 연구과로 연락하여 사전 연락 
확인서를 취득 (대학원 출원자 )

출원, 수험 , 합격발표 , 입학 수속

입국 수속
(재류자격 신청, 비자 신청 )

입학

전년 여름까지

4월

전년 겨울

전년 여름에서 겨울

전년 여름에서 가을

※ 자세한 내용은 학생모집 요강을 참조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수속 , 도일 준비

니혼대학에 합격한 후 입학 수속과 입국 수속이 필요합니
다 .
입학 수속은 대학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입학금 

및 학비의 일부를 납입함으로써 완료됩니다 .
입학 수속 완료후 일본의 재류자격과 비자를 취득하는 수

속이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비자는 신청자의 거주국의 일본대사관∙일본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
이러한 수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학생모집 요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주거는 입학할 학부 , 연구과 학생과에서 정보를 제공합니
다 . 그리고 각 캠퍼스별로 가까운 곳에 다양한 민간 임대주
택이 있어 유학생들의 예산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거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경비 일람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학비 외에 아래와 같은 경비
가 필요합니다 .

도쿄도내에서 혼자 사는 경우 1개월 생활비의 기준
(개인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금액은 크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 5만엔~10만엔 (US$500∼1,000)

음식비 3만엔~4만엔 (US$300∼400)

교통비 1만엔~2만엔 (US$100∼200)

광열비·통신비 1만엔~2만엔 (US$100∼200)

잡비 , 서적비 1만엔~3만엔 (US$100∼300)

합계 11만엔~21만엔 (US$1,100∼2,100)

※1US$＝￥100으로 계산

니혼대학 교우회 준회원

진료비 지원제도

‘니혼대학 교우회 준회원 진료비 지원제도’는 준회원이 
니혼대학 산하 병원 또는 니혼대학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보험진료 부담금 (조제
약국 지불분과 식사비 요양비 등 자기부담분을 제외 )을 교
우회에서 지원합니다 . 교우회 준회원 회비를 납입한 사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내용은 수시
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학부의 학
생과 , 교학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로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본에 남는 경우와 귀국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등 여러가지 있겠지만 , 일본에서 취
업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는 니혼대학의 취직지도과가 다
양한 정보를 제공 , 일자리 찾기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도 
우수한 유학생들이 일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

유학생 등이 신청한 취업목적 재류자격에 대한 허가 건수의 추이
[단위：명 ]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30,947

11,040

(법무성 입국관리국 '2019년 유학생 등의 일본기업체 등에 대한 취직상황에 관하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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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대학의 전신인 ‘일본법률학교’에서 그 정신을 이
어받아 ‘살아있는 법률’의 습득을 목표로 ‘법대로 유명한 
니혼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여 5 개의 학과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

 D종합적인 배움을 통해 리걸마인드를 습득
 D 5개 학과의 기반은 ‘법률학’
 D 6개 학생 연구실에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

 n 법률학과
 n 정치경제학과
 n 신문학과

 n 경영법학과
 n 공공정책학과

법학, 정치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문화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법학, 사법학, 정치학 등 3개 전공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n 공법학전공
 n 사법학전공

 n 정치학전공

여론을 창출하는 신문 등의 매체와 저널리즘이 다해야 할 역
할이 크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정보들을 정
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n 신문학전공

https://www.law.nihon-u.ac.jp/

법학부

http://nihon-u-gs.jp/law/

법학연구과

http://nihon-u-gs.jp/journalism/

신문학연구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는 복합학부로서 ‘인문계·자연
계 융합’을 교육이념으로 삼아 사물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와 사고방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합니다.

 D인문·사회·이학계를 망라해 폭넓은 시야를 갖춘다
 D교직센터를 설치해 교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지원
 D실천적인 수업을 통해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외국어 실
력과 국제감각을 갈고닦는다

 n 철학과
 n 사학과
 n 국문학과
 n 중국어 중국문화학과
 n 영문학과
 n 독일문학과
 n 사회학과
 n 사회복지학과
 n 교육학과

 n 체육학과
 n 심리학과
 n 지리학과
 n 지구과학과
 n 수학과
 n 정보과학과
 n 물리학과
 n 생명과학과
 n 화학과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커리큘럼으로 언어와 인간, 역사와 
문화, 몸과 마음 등 보편적인 테마에 대해서 사색. 풍부한 지
식과 감성을 육성합니다.

 n 철학전공
 n 사학전공
 n 일본사전공 *
 n 외국사전공 *
 n 국문학전공
 n 중국학전공

 n 영문학전공
 n 독일문학전공
 n 사회학전공
 n 교육학전공
 n 심리학전공

* 일본사 전공 및 외국사 전공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 밖의 9개 전공만 지
원 가능합니다.

지구정보수리과학과 상관이화학 2 개 전공으로 구성. 자
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념 아래 친환경 과학기
술 탐구와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 지구정보수리과학전공  n 상관이화학전공

https://www.chs.nihon-u.ac.jp/

문리학부

https://www.chs.nihon-u.ac.jp/gs_lss

문학연구과

https://www.chs.nihon-u.ac.jp/gs_ibs

종합기초과학연구과

도쿄 중심부에 캠퍼스가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형 학부입니
다. 세미나수업과 프로그램제를 통해 계통적으로 배움으로써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인을 육성합니다.

 D경제학 이론에서 실증까지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
 D다채로운 진로가 열려 있고 자신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
 D고도의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세계 16개 대학과 
연계된 유학제도

 n 경제학과
 n 산업경영학과

 n 금융공공경제학과

경제학 및 그 관련학술분야 (경영·회계·정보 등)에서의 
전문적인 이론 및 응용 연구를 추진하며 학술계와 실업계에
서 프로페셔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지식·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n 경제학전공

‘실학지향’, ‘즉전력’이란 이념 아래 최신 비즈니스 이론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전개. 언제나 학생들의 커리어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D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에 걸맞
는 교육
 D학습 공간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 충실한 교육환경
 D현장감 있는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부강좌’ 개
설

 n 상업학과
 n 경영학과

 n 회계학과

https://www.eco.nihon-u.ac.jp/

경제학부

https://www.eco.nihon-u.ac.jp/graduate_school/

경제학연구과

https://www.bus.nihon-u.ac.jp/

상학부

https://www.nihon-u.ac.jp/admission_info/aca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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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의 국제관계학부로서 창설. 국제교류·국제 비즈
니스·외국문화 이해·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야에서 어느 한 
지역 혹은 분야의 좁은 틀을 넘어 글로벌한 문제 해결이 가
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D앞으로의 국제사회를 시야에 둔 고도의 국제감각을 키
운다

 D세계 13개 언어 중에서 복수선택을 해 배울 수 있는 환
경을 마련
 D실천적인 외국어 실력과 이문화 이해력을 키우는 풍부
한 프로그램

 n 국제종합정책학과  n 국제교양학과

세계 주요 지역 및 지역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지
역문화를 대상으로 종합적, 학제적, 분야의 틀을 넘은 연구
활동을 합니다.

 n 국제관계연구전공

자연재해, 대규모 사고 , 범죄와 테러, 전쟁, 감염증, 정보유
출 등 현대사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D리걸마인드와 위기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D 1학년 때부터 전문지식과 실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수인원제 교육
 D‘행정 커리어’ ‘기업 커리어’에 대응한 커리큘럼을 전
개

 n 위기관리학과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ir.nihon-u.ac.jp/

국제관계학부

https://www.ir.nihon-u.ac.jp/faculty/gs/

국제관계연구과

https://www.nihon-u.ac.jp/risk_management/

위기관리학부

이학·공학 분야를 폭넓게 망라하는 16 개 전공을 설치, 학
부와 석사과정을 합친 6년간 일관교육 체제를 지향합니다.

 n 토목공학전공
 n 교통시스템공학 전공
 n 건축학전공
 n 해양건축공학전공
 n 마치즈쿠리 (지역상생개
발 ) 공학 전공

 n 기계공학전공
 n 정밀기계공학전공
 n 항공우주공학전공

 n 전기공학전공
 n 전자공학전공
 n 정보과학전공
 n 물질응용화학전공
 n 물리학전공
 n 수학전공
 n 지리학전공
 n 양자이공학전공

공학의 기초력 및 응용력을 습득하여 기술 발전에 대응하
는 동시에 생산기술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 기술자를 양성합니다.

 D실제로 현장을 경험하고 독창성과 실천력을 양성하는 
‘생산 실습’
 D‘사용자’의 시점으로 사물을 내다볼 수 있는 기술자 
양성

 D전문가를 육성하는 4 개 프로그램과 JABEE(일본기술
자교육인정기구) 인정 코스

 n 기계공학과
 n 전기전자공학과
 n 토목공학과
 n 건축공학과
 n 응용분자화학과

 n 매니지먼트공학과
 n 수리정보공학과
 n 환경안전공학과
 n 창생디자인학과

학부교육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편성한 총 7 
개 전공. 실천적·창조적 능력을 갖춘 고도 기술자·연구자를 
양성합니다.

 n 기계공학전공
 n 전기전자공학전공
 n 토목공학전공
 n 건축공학전공

 n 응용분자화학전공
 n 매니지먼트공학전공
 n 수리정보공학전공

http://www.cst.nihon-u.ac.jp/graduate_school/

이공학연구과

https://www.cit.nihon-u.ac.jp/

생산공학부

http://www.cit.nihon-u.ac.jp/graduate-school/

생산공학연구과

일본 엘리트 스포츠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와 그 육성 등에 참여하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D 2021년도 커리큘럼 개정, 코칭을 더 실천적으로 학수
(學修)
 D‘애슬리트’와 ‘스포츠 서포트’, 선택 가능한 2 개 코
스를 마련
 D엘리트 스포츠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성 있는 코치를 
양성

 n 경기스포츠학과

이학과 공학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킨 교육을 통해 기초력
과 첨단기술 양쪽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D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개별 지도
 D일본 국내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연구∙실험 환경
 D실천적인 취업지원 강좌를 통해 취업을 지원

 n 토목공학과
 n 교통시스템공학과
 n 건축학과
 n 해양건축공학과
 n 마치즈쿠리 (지역상생개발 )
공학과

 n 기계공학과
 n 정밀기계공학과

 n 항공우주공학과
 n 전기공학과
 n 전자공학과
 n 응용정보공학과
 n 물질응용화학과
 n 물리학과
 n 수학과

https://www.nihon-u.ac.jp/sports_sciences/

스포츠과학부

https://www.cst.nihon-u.ac.jp/

이공학부

상학, 경영학, 회계학 등 3개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타 전공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도 있습니다.

 n 상학전공
 n 경영학전공

 n 회계학전공

학과의 틀을 뛰어넘은 종합적인 커리큘럼과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을 교수진으로서 확보하고 있는 일본에
서 손꼽히는 예술 종합 학부. 우수한 예술·문화인을 다수 배
출하고 있습니다.

 D 1대1에 가까운 지도와 ‘일예’만의 독특한 종합교육을 
실천

 D캐치프레이즈는 ‘8개의 아트, 하나의 하트’
 D‘일예’의 매력을 세상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도 추진

 n 사진학과
 n 영화학과
 n 미술학과

 n 음악학과
 n 문예학과
 n 연극학과

 n 방송학과
 n 디자인학과

전문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동시에 
예술의 이론과 역사, 응용영역의 연구, 창조력의 양성을 목적
으로 창작·제작연구도 중요시. 인접 영역과 연계하여 한층 
높은 표현력을 추구해 나갑니다.

 n 문예학전공
 n 영상예술전공
 n 조형예술전공

 n 음악예술전공
 n 무대예술전공
 n 예술전공

http://www.bus.nihon-u.ac.jp/graduate_school/

상학연구과

http://www.art.nihon-u.ac.jp/

예술학부

https://nihon-u.gsa.com

예술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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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인 고리야마시에서 연구개발의 중심적 존재
이며, 지구와 인간을 고려한 ‘로하스 공학’을 내세워 교육·
연구를 전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기술자의 양성
을 목표로 합니다.

 D‘로하스 공학’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전개
 D고도화되는 의료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D학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세심한 취업 지원

 n 토목공학과
 n 건축학과
 n 기계공학과

 n 전기전자공학과
 n 생명응용화학과
 n 정보공학과

‘로하스 공학’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실천할 것을 지
향하여 6개 전공을 설치, 각 영역에서 첨단적인 교육·연구를 
실시합니다.

 n 토목공학전공
 n 건축학전공
 n 기계공학전공

 n 전기전자공학전공
 n 생명응용화학전공
 n 정보공학전공

병을 앓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자상한 임상의사, 
국제적으로 뛰어난 의학 연구자, 열정과 사명감을 품고 인재 
양성에 힘쓰는 의학 교육자를 육성합니다.

 D인간성 있는 의사와 의학 연구자를 육성
 D부속병원 등 유관 시설에서 진료 참여형 실습
 D세계를 시야에 둔 실천적인 영어 교육

 n 의학과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ce.nihon-u.ac.jp/

공학부

https://www.ce.nihon-u.ac.jp/department/

공학연구과

https://www.med.nihon-u.ac.jp/

의학부

‘뛰어난 의학 연구자 육성’ 및 ‘열정적인 의학 교육자 육
성’을 목표로 삼아 독창적인 연구능력과 풍부한 학문과 식
견 , 인간성을 겸비한 교육자,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n 생리계
 n 병리계
 n 사회의학계

 n 내과계
 n 외과계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지식과 확실한 의료기술, 폭 넓은 교양과 식견을 겸비
하며 뛰어난 인간성을 지닌 ,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치과의
사를 육성합니다.

 D‘치과학 통합연수’와 선진적인 교육으로 치과의사 국
가고시 합격을 지원
 D지역 치과의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치과의사 양
성

 D최첨단 설비를 갖춘 새 캠퍼스에서 일관교육

 n 치학과

폭 넓은 분야의 치과의학 학문 탐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와 임상을 융합시킨 ‘구강구조기능학 분야’, ‘응용구강과학 
분야’, ‘구강건강과학 분야’ 등 3개 분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n 치학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www.med.nihon-u.ac.jp/postgraduate/

의학연구과

https://www.dent.nihon-u.ac.jp/

치학부

https://www.dent.nihon-u.ac.jp/graduate/

치학연구과

‘의학적 치과학 (Medico-Dental Sciences)’ 실현에 필요한 
최첨단 치과의학 교육을 통해 뛰어난 인간성을 지닌 치과의
사를 육성합니다.

 D높은 직업윤리를 키우고 전문지식과 기능을 단계적으
로 습득
 D학생들의 학습 도달도를 파악하고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지원
 D전국 굴지의 환자수를 자랑하는 부속병원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

 n 치학과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 풍부한 창조성의 양성을 목
표로 6개 학계 29개 전공과목을 개설. 최첨단 기기들이 충실
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n 치학전공

‘생명과학’, ‘환경과학’, ‘생산·이용과학’을 중심으로 생
명·환경·음식 등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태
계 유지와 수복, 자연과 인간활동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D생명·식(食) ·환경을 중심으로 온갖 생물자원에 대해 
배운다

 D교실 외의 장소에서 실험·실습과 해외 기관과의 활발
한 연구교류
 D필드사이언스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
설

 n 생명농학과
 n 생명화학과
 n 수의학과
 n 동물자원과학과
 n 식품비즈니스학과
 n 삼림자원과학과

 n 해양생물자원과학과
 n 생물환경공학과
 n 식품생명학과
 n 국제지역개발학과
 n 응용생물과학과
 n 생활생물학과

https://www.mascat.nihon-u.ac.jp/

마쓰도 치학부

https://www.mascat.nihon-u.ac.jp/graduate/

마쓰도 치과연구과

https://www.brs.nihon-u.ac.jp/

생물자원과학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산과 이용, 이를 통한 환경복원과 공생’이라는 과제에 연
구 목적별로 5개 전공으로 나뉘어 접근합니다.

 n 생물자원생산과학 전공
 n 생물자원이용과학 전공
 n 응용생명과학 전공
 n 생물환경과학 전공
 n 생물자원경제학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 동물, 생산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 인간과 
동물의 공통된 감염증의 해명과 예방, 야생동물과 수생동물
의 생태, 형태와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n 수의학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해지는 고도 의료 사회에 대응 가능한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약사와 약학 연구자를 육성합니다.

 D팀의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약하기 위한 태도, 기능
을 갖추게 한다
 D부속병원 등 유관시설과 연계한 실천적인 수업을 전개
 D신규 졸업생 취업 희망자 중 취업 내정율 100%! (10년
째 달성)

 n 약학과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적 과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과제 해결능력과 고도 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능력
을 습득시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n 약학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hp.brs.nihon-u.ac.jp/~gs/index.html

생물자원과학연구과

https://hp.brs.nihon-u.ac.jp/~gs/index.html

수의학연구과

https://www.pha.nihon-u.ac.jp/

약학부

https://www.pha.nihon-u.ac.jp/academics/graduate/

약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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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을 대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
고 또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정
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교육을 전개합니다.

 n 국제정보 전공
 n 문화정보 전공

 n 인간과학 전공
 n 종합사회정보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치의’와 같은 법조인을 지향
하며 온갖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폭 넓은 고도의 전문
성을 배양합니다.

 n 법무 전공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gssc.dld.nihon-u.ac.jp/

종합사회정보연구과

https://www.law.nihon-u.ac.jp/lawschool/

법무연구과

통신교육부는 4개 학부 8개 학과와 전공을 개설하며 다양
한 학습 요구와 기술 향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나’ 배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D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D 4개 학부 8개 학과, 전공과 소속학부 외의 과목도 이수 
가능

 D이치가야 캠퍼스, 학습센터 등에서 학수(學修)를 지
원

 n 법학부 : 법률학과 ·정치경제학과
 n 문리학부 : 문학 전공 (일본문학 ) · 문학 전공 (영문학 ) ·

철학 전공 ·사학 전공
 n 경제학부 : 경제학과
 n 상학부 : 상업학과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시마 캠퍼스
https://www.ir.nihon-u.ac.jp/jc/

후나바시 캠퍼스
https://www.jcn.nihon-u.ac.jp/

단기대학부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지바현 후나바시시 등 2 개 캠퍼스
에 4 개 학과를 설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과 기능, 직장인으로서 필수적인 교양과 인간성을 함양합니
다.

 D 4년제 병설 학부와 연계한 전문성 높은 강의와 실습
 D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서포트
 D종합대학의 이점을 활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든든하게 지원

 n 비즈니스교양학과
 n 식품영양학과

 n 건축 생활디자인학과*
 n 과학기술종합학과*

* 건축 ·생활디자인학과, 과학기술종합학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특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dld.nihon-u.ac.jp/

통신교육부
2022년도 입학자 납입금 일람
(학부/단기대학부)

항목
학부 초년도 납입금액

학　
　

부

법학부 1,260,000

문리학부

(인문계 )

철학/영문/독일문 1,290,000

사학/국문 1,300,000

중국어 중국문화 /사회 /교육 1,305,000

사회복지 1,350,000

체육 1,390,000

심리 1,380,000

지리 1,620,000

(자연계 )

지구과 1,660,000

수학 1,670,000

정보과 1,680,000

물리 1,710,000

생명과 /화학 1,740,000

경제학부 1,240,000

상학부 1,240,000

예술학부

사진 1,870,000

영화
(영상표현 ·이론 코스 )
(감독 , 촬영 ·녹음 코스 )
(연기 코스 )

1,900,000
1,950,000
1,880,000

미술 1,880,000

음악 1,890,000

문예 1,750,000

연극 1,840,000

방송 1,900,000

디자인 1,850,000

국제관계학부 1,350,000

스포츠과학부 1,460,000

이공학부

수학 1,690,000

토목공 /교통시스템공 /건축/해양건축공 /
마치즈쿠리 (지역상생개발 )공 /기계공 /
정밀기계공 /항공우주공 /전기공 /전자공 /
응용정보공 /물질응용화 /물리

1,730,000

생산공학부 1,660,000

공학부 1,660,000

치학부 6,900,000

생물자원과학부

식품비즈니스 /국제지역개발 1,380,000

수의 2,410,000

생명농 /생명화 /동물자원과 /삼림자원과 /
해양생물자원과 /생물환경공 /식품생명 /
응용생물과 /생활생물

1,660,000

단
기
대
학
부

비즈니스교양학과 1,060,000

식품영양학과 1,260,000

비고 )
1. 금액의 단위는 엔. 입학금은 첫해에만 납입.
2. 니혼대학 교우회 준회원 회비로 매년 1만엔을 납입. 또한 졸업 연도에 정회원 회비 초년도

분 1만엔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각 학부 및 단기대학부에 따라 후원회비 또는 유지회비를 매년 1~4만엔 납입하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의 인터넷 출원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학후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의 기반 정비 등을 위한 모금 사업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임의 ).

2022년도 입학자 납입금 일람
(대학원 )

항목
연구과 ·과정 등

초년도  
납입금액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930,000

신문학연구과 석사과정 930,000

문학연구과

석사과정 교육학전공 945,000

석사과정 심리학전공 990,000

석사과정 기타 930,000

종합기초과학연구과 석사과정 1,280,000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 1,100,000

박사과정 1,100,000

상학연구과
석사과정 930,000

박사과정 930,000

예술학연구과

석사과정 문예학전공 1,040,000

석사과정 영상예술전공 1,180,000

석사과정 조형예술전공 1,200,000

석사과정 음악예술전공 1,220,000

석사과정 무대예술전공 1,150,000

박사과정 1,100,000

국제관계연구과
석사과정 1,150,000

박사과정 1,100,000

이공학연구과

석사과정 지리학전공 1,070,000

석사과정 수학전공 1,290,000

석사과정 기타 1,330,000

박사과정 수학전공 1,170,000

박사과정 기타 1,210,000

생산공학연구과
석사과정 1,280,000

박사과정 1,210,000

공학연구과
석사과정 1,280,000

박사과정 1,210,000

마쓰도치학연구과 박사 1,400,000

비고 )
1. 금액의 단위는 엔. 입학금은 첫해에만 납입.
2. 니혼대학 교우회 준회원 회비로 매년 1만엔을 납입. 또한 수료 연도에 정

회원 회비 초년도분 1만엔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각 연구과에 따라 후원회비 또는 유지회비를 매년 1~4만엔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의 인터넷 출원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을 실시할 학부, 연구과만 게재함. 납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학부

이케부쿠로역에서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완행열차 이용 7분

생산공학부  미모미 캠퍼스

도쿄역에서 JR 소부선 쾌속열차 · 게이세이전철 본선 이용 41분

생산공학부  쓰다누마 캠퍼스

도쿄역에서 JR 소부선 쾌속열차 · 게이세이전철 본선 이용 39분

의학부
부속 이타바시병원 / 부속 간호전문학교

이케부쿠로역에서 도부 도조선 완행열차 이용 5분

마쓰도 치학부
부속병원 / 부속 치과위생전문학교

우에노역에서 JR 조반선 쾌속열차 이용 20분

공학부

도쿄역에서 JR 도호쿠 신칸센 이용 90분

이공학부  후나바시 캠퍼스

단기대학부
건축 ·생활디자인학과 / 과학기술종합학과

 

도쿄역에서 JR 소부선 쾌속열차 등 및 도요고속철도 이용 50분

치학부
부속 치과병원

부속 치과기공전문학교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5분

문리학부

신주쿠역에서 게이오전철 완행열차 이용 12분

상학부

신주쿠역에서 오다큐전철 완행열차 이용 21분

생물자원과학부

신주쿠역에서 오다큐전철 급행열차 등 이용 62분

법학부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10분

대학원 법무연구과국제관계학부

단기대학부
  비즈니스교양학과 / 식품영양학과

도쿄역에서 JR 도카이도 신칸센 이용 60분

이공학부  스루가다이 캠퍼스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5분

경제학부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10분

약학부

도쿄역에서 JR 소부선 쾌속열차 등 및 도요고속철도 이용 50분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15분

니혼대학회관(본부)

● 캠퍼스 맵 이용안내
여기에 표시된 소요시간은 도심의 터미널역에서 각 캠퍼
스에 가장 가까운 역 (●로 표시 )까지 가는 데 대략 걸리
는 시간입니다 . 경로에 ‘등’이 표시된 것은 노선 환승이
나 급행과 완행 열차를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 소요시간
은 시간대 및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퍼스 맵

위기관리학부

스포츠과학부

시부야에서 도큐전철 덴엔토시선 완행열차 이용 4분

통신교육부 

도쿄역에서 JR 주오선 쾌속열차 등 이용 15분

15캠퍼스 맵14

게이오전철

도부 도조선

JR 사이쿄선

대학원 종합사회정보연구과

(통신제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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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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