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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국제학과
유학생 가이던스

메이지가쿠인대학



z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 MG Mail 커뮤니케이션 툴

이용 매뉴얼 https://www.meijigakuin.ac.jp/joho/livemanual/
대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메이가쿠 대학생의 오피셜 이메일
대학의 공지사항, 교수님이 보내는 이메일은 MG Mail 계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반드시 매일 확인합시다

§ 포트 헵번 ポートヘボン 대학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툴
Porthepburn https://porthepburn.meijigakuin.ac.jp/
시간표, 교실 안내에서부터 취업관련 정보까지
교무WEB 접속도 여기서 가능 (수업 이수 관련 절차, 실라버스 검색 등)
대학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게재되는 포털 사이트

§ 마나바 マナバ 각 수업 이수를 위한 필수 툴
manaba https://mgu.manaba.jp/
많은 수업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학습 툴
수업 관련 공지는 각 코스의 「코스 뉴스」를 확인
과제 제출 및 소테스트 등에 활용됨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MG Mail,포트 헵번,마나바
매일 체크합시다

https://www.meijigakuin.ac.jp/joho/livemanual/
https://porthepburn.meijigakuin.ac.jp/
https://mgu.manab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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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 및 수업 이수를 위한
3가지 중요 자료

§ 『정규유학생의 길잡이 正規留学生の手引き』

유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중요 정보 모음
입학 후, 포트 포트 헵번에서 다운로드

방법: 포트 헵번 >다운로드 >국제센터 >07 정규유학생/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정규유학생의 길잡이/Handbook for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 『국제학부 이수요항 国際学部履修要項』

국제학과의 커리큘럼 소개,이수 방법, 주의점 등
https://www.meijigakuin.ac.jp/office/educational/rishu.html

§ 『메이지가쿠인 공통과목 가이드북 明治学院共通科目ガイドブック』

메이가쿠 공통과목 중, 1학년 필수과목 및 등록 방법 안내
https://mgu-cfla.cc-town.net/publications/guidebook

그 밖의 메이가쿠 공통과목 전체 안내
https://mgu-cfla.cc-town.net/curriculum/all/outline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입학 후, 반드시『정규유학생의
길잡이 正規留学生の手引き』를
다운로드해서 꼼꼼히 읽읍시다.

https://www.meijigakuin.ac.jp/office/educational/rishu.html
https://mgu-cfla.cc-town.net/publications/guidebook
https://mgu-cfla.cc-town.net/curriculum/all/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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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교육 안내
§ 대학입학 전의 시간을 활용해서 대학에서의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은 합격통지 후, 국제학과 사무실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과제 1 【국제학과】신문 기사・논설 요약 과제

・지정된 신문 기사 및 논설을 요약하는 과제. 입학하기 전, 1-2월 중에 온라인 제출
・제출한 과제는 교수님이 확인 후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 과제 2 【국제학과】영어 과제
・국제학과의 독자적인 영어 과제. 각자 문제를 풀고 기일까지 회답할 것
・입학 후, 전문외국어(영어) 담당 교수님이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 과제 3 【Z会 첨삭】소논문・영어 과제
・안내에 따라 Z会의 신청 사이트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할 것
・일본어 소논문・영어 작문의 첨삭 지도를 2회에 걸쳐서 받습니다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입학전교육에는 3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습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를 빠짐없이 제출합시다.



z초습외국어(제2외국어)의 선택
§ 유학생의 초습외국어

：「일본어」를 선택
이수할 것을 학과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대학에서는 높은 레벨의
아카데믹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일본어로
또다른 제2외국어 (프랑스어
등)를 학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일본어」1A-4B의 학습
내용

・독해, 토론, 논리적인
작문법 등, 대학 수업 및
일본에서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지금까지 고등학교 및
일본어 학교 등에서
일본어를 공부해 온
학생에게도 필요한 내용

『메이지가쿠인 공통과목 가이드북 2022』발췌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초습외국어＝「일본어」선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z「기초연습A」,「기초연습B」과목

§ 「기초연습A 基礎演習A」（봄학기 개강, 필수과목）
・아카데믹 스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조사하기에
필요한 능력)의 기초를 몸에 익히면서 대학에서의 배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업

・한 클래스 당 12-14명의 소규모 수업
・교수의 전문 분야에 따라 교재, 수업방법 등이 다르며, 수업 내용이 매우 다양함
・「기초연습A」의 실라버스를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흥미관심에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기초연습A」신청 방법: 입학 후 가이던스 및 포트 헵번의 안내를 체크할 것

§ 「기초연습B 基礎演習B」（가을학기 개강, 선택과목）

・주로 유학생 및 다문화교류에 흥미가 있는 일본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수업
・일본어로 레포트 작성하기, 토론 등을 연습하며「기초연습A」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심화 학습

유학생은「기초연습A」와「기초연습B」, 두 과목 모두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유학생은 「기초연습A」와
「기초연습B」과목을
모두 이수합시다



z국제센터의 소개

§ 재류 관계・수업료 감면 등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 정규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포트 헵번 >다운로드 >국제센터

>07 정규유학생/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정규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正規留学生新入生オリエンテーション
/ Orientation for Full-time International

§ 문의처 국제센터 정규유학생 담당
国際センター 正規留学生担当

mgicr@mguad.meijigakuin.ac.jp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등,
재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센터에 문의합시다

요코하마 캠퍼스
10호관 1층

mailto:mgicr@mguad.meijigakuin.ac.jp


z유학생 지원제도 소개

§ 국제학부 인바운드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가칭)

国際学部 インバウンド学生支援プログラム
외국인 유학생 및 다언어 학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을
종합적으로 서포트하는 제도

질문이 있으면 아래URL

https://fis.meijigakuin.ac.jp/student/support/

「문의 お問い合わせはこちら」버튼을 클릭

§ 교양교육센터 教養教育センター 일본어 상담실
일본어에 관한 다양한 고민 상담
https://mgu-cfla.cc-town.net/ls/japanese

§ 그 밖의 유학생 지원에 대해
https://www.meijigakuin.ac.jp/international/International_student/index.html

국제학과 어드바이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선
「인바운드 학생 지원 インバウンド
学生支援」의 URL을 통해
문의합시다

https://fis.meijigakuin.ac.jp/student/support/
https://mgu-cfla.cc-town.net/ls/japanese
https://www.meijigakuin.ac.jp/international/International_student/index.html


z각종 문의처

§ 요코하마 교무과（1호관 1F 2025）

수업, 시험, 성적, 각종 증명서 발행
kyomuy@mguad.meijigakuin.ac.jp

§ 국제학부 사무실（8호관 2F）

kokusai@mguad.meijigakuin.ac.jp

§ 건강지원센터（B관 1F 2020）

건강지원, 건강 상담, 교의校医

상담(예약제)

yhsc@mguad.meijigakuin.ac.jp

§ 학생상담센터（2호관 1F 2061）

학교생활에 관한 다양한 상담

§ 학생부（1호관 1F 2030）

대학생활 전반, 장학금, 아르바이트 모집
등

§ 국제학생 기숙사 안내
https://dormy-ac.com/page/meigaku-s/

§ 그 밖의 문의처 목록
https://www.meijigakuin.ac.jp/contact/a

dministration.html

mailto:kyomuy@mguad.meijigakuin.ac.jp
mailto:kokusai@mguad.meijigakuin.ac.jp
mailto:yhsc@mguad.meijigakuin.ac.jp
https://dormy-ac.com/page/meigaku-s/
https://www.meijigakuin.ac.jp/contact/administratio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