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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캠퍼스 (2년간)

리쓰메이칸대학
Japan

1학년, 4학년 학생이 

리쓰메이칸대학에서 학습

교토
Kyoto

부산
Busan

동서대학교
Korea

광저우
Guangzhou

광동외어외무대학
China

2학년, 3학년 학생이 

각각 반년간

총 1년간 중국에서 학습

2학년, 3학년 학생이 

각각 반년간 

총 1년간 한국에서 학습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란 실천적인 언어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사회, 문화, 역사 등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 

동아시아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지칭합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파악하고 상대국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함은 물론 전문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중일 3개 언어를 습득할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로서 한중일 3개국어, 문화, 사회, 역사 등을 깊이 파악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및 환경을 형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힘을 

발휘할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CAP)은 리쓰메이칸대학(일본/교토), 

광동외어외무대학(중국/광저우), 동서대학교(한국/부산) 등 

３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부 4년 간을 통한 “한중일 ３대학 

공동 운영 국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1-2015년도 문부과학성  

“대학 세계 전개력 강화사업”으로서 실시한 캠퍼스 아시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2016년도 이후 상설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교토, 광저우, 부산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각국 언어의 운용 능력, 동아시아 인문학 전문 지식, 국제 

협동(協働)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들 ３가지를 모두 갖춘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이것이 프로그램이 

내건 목표입니다.

Two Rounds of
Studying Abroad
Over Two Years

１ CAMPUS Asia Program

２년간 두 바퀴 유학



이동캠퍼스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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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외어외무대학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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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학년 때에는 자기 나라 대학으로 복귀하여, 이동캠퍼스에서 배운 것, 

쌓은 경험을 살려서 졸업 논문을 집필함과 동시에 더 한층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주력하게 됩니다.

각 대학에서 매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학생 20명을 선발합니다. 

CAP 학생은 1학년 때 각 대학에서 “파견 전 교육”을 받으며 파견국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2, 3학년 때에는 2년간 “이동캠퍼스”에 참가하여 자국 외 대학에서 

반년씩, 총 두 바퀴를 도는 유학 과정을 거치며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각 대학에서 한중일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습하며 현지 사회와 문화, 역사를 현지 언어로 공부하는 “이동캠퍼스”

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동 캠퍼스 기간에는 현지 기업에서 인턴쉽도 실시하고 있어 해외 

취업이나 글로벌 기업 취업 활동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하에서도 “현지에서의 배움을 

중단하지 말자”를 표어로 내걸고, 각종 온라인 도구를 구사하여 어학 

학습과 현지에서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２Final Report 2016-2020



중국

한국
KOREA

CHINA JAPAN

현대 동아시아 
언어•문화 전공

일본 CAP생 중국 CAP생 한국 CAP생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기타 대학

부속 학교, 협정 학교

대학 컨소시엄 교토

일본

중국

한국

일본문학부
7개 학역(학부 횡단적 영역)•

17개 전공
세계로리쓰메이칸대학

광동외어외무대학에서는 회화, 정독, 작문, 문학작품 선독 등의 수업을 통해 실천적이고 

학술적인 중국어 능력을 기릅니다. 또한 동시에 중국 사회 연구, 중외 문화 교류, 광둥 민속 

문화 등 인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회에 대해 깊이 고찰하였습니다. 

또한, CAP 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학년을 넘은 교류를 함과 동시에 남광동 옛 가도 

오리엔티어링 대회, 세계 문화제 등 각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거나, 유치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을 초월한 유대를 두터이해 왔습니다.

리쓰메이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실천적인 일본어 능력을 높이는 한편, 한중일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캠퍼스 아시아 세미나 수업에서는 논문 

강독, 연구 발표, 토론을 통해 아카데믹한 사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요리 대회, 연구 여행 등 다양한 학생 주최 행사를 통해 CAP학생들 

사이의 굳건한 화합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주성을 길렀습니다. 한중일의 학기 기간이 서로 다른 것을 이용한 유학 보고회에는 한중일 CAP학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뿐만 아니라 졸업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여럿 참가하여, 교토 내 고등학생들과의 교류회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는 회화, 강독, 문장표현, 커뮤니케이션 등 각 수업에서 배양한 한국어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을 배움과 동시에, 동아시아 현안 

사항에 관한 PBL(문제 해결 학습)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１기생이 최종 학년이 된 2019년에는 

한중일CAP ３•４학년 합동 졸업논문 세미너 수업도 개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매 학기마다 

연수 여행, 특별강연회 등 비교과행사도 자주 진행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된 대학생 외교 캠프 

참여 및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방문 등 동아시아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Learning in 
JOINT
CAMPUS

３ CAMPUS Asia Program

이동캠퍼스에서의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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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실천적인 어학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쓰메이칸대학 CAP학생에게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HSK 및 TOPIK 

고급 레벨(5급, 6급)의 합격이 

요구됩니다. 2019/20년도에 졸업한 

리쓰메이칸대학의 CAP 수료생은 

중국어 100%, 한국어 87%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Chinese

Korean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중검은 중국어 검정시험을, 한검은 한글 능력 검정을 나타냄.
　2019/20년도 졸업 리쓰메이칸대학 CAP 수료생 15명 실적

Language
proficiency

４Final Report 2016-2020

어학 성장

HSK ６급/중검 준１급

HSK ５급/중검 ２급

HSK ４급/중검 ３급

HSK ３급/중검 ４급

HSK ２급/중검 ５급

HSK １급/중검 ６급

검정 급 없음

유학 이후

입학 시

TOPIK ６급/한검 １급

TOPIK ５급/한검 ２급

TOPIK ４급/한검 준２급

TOPIK ３급/한검 ３급

TOPIK ２급/한검 ４급

TOPIK １급/한검 ５급

검정 급 없음

유학 이후

입학 시



업계 인원 수

제조사 4

여행/관광 3

IT 3

항공 관련 2

인재 파견 2

교육 2

식품 2

금융/은행/증권 2

부동산 1

소매/유통 1

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1

대학원 진학 1

기타 1

※2019/20년도 졸업 리쓰메이칸대학 CAP 수료생 25명 실적

CAP 수료생(리쓰메이칸대학)들의 진로를 보면, 항공업과 여행/관광업 등 이동캠퍼스에서 

체득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 직장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조사, 인재 파견업, 지자체를 선택한 수료생을 봐도, 이동캠퍼스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는 업무 및 업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 교사나 한국자본 식품산업 관련 기업에 취직한 수료생, 중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을 목표로 한 수료생 등 고도한 국제성을 띤 진로를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Alumni 
Voices
수료생의 목소리

구시히 아키하 씨(2020년 졸업)

저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AP학생으로서 가장 큰 성장이라고 하면 

두려움 없이 맞서는 “도전 정신”을 손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유학 생활 중 제 능력으로는 

벅찬 일을 맡기도 하는 등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매일매일 성실한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바퀴째 유학에서는 일본어 

과외나 현지 자원봉사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다시 없을 만남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유학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훈을 배웠으며 여러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카마다 히메카 씨(2019년 졸업)

다시로 노리코 씨(2020년 졸업)

CAP 유학 중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힘든 일도 아주 많았지만 제게는 그래도 

즐거웠지 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생각을 배우고 사물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 수업은 

물론 수업 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덕분인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고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알차고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사물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유학에서는 언어뿐 아니라 민족성이나 가치관이 

다른 학생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차이”에 당황하며 친구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외국 사람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마모토 마미 씨(2020년 졸업)

Career Path
after 
Graduation

５ CAMPUS Asia Program

수료생 진로



Collaborating Universities
공동 운영 대학

상설화 프로그램 이후에 교육의 질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2017년도 이후 ３개 대학 공동으로 교학 시스템을 협의하는 

조직으로서 캠퍼스 아시아 교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연간에 ２차례 개최되는 교수회에 ３개 대학의 프로그램 담당 교원이 출석하여 ３개 

대학 공동 과목 설치,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이후에는 프로그램 수료 요건에 입각한 수료 인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쓰메이칸대학 교직원은, 한국, 중국에서 매년 FD 연수를 진행하고, 한중의 선진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다른 CAP 컨소시엄과 의견 교환, 해외 인턴십 확충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２개국, 두 바퀴라는 유례 없는 유학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국제적 수준의 유학 평가 시스템으로 알려진 BEVI 테스트 

일본판인 BEVI-j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동시에 언어 교육, 다문화 공동 이수, 공생 

언어학 연구자가 참여하는 여러 연구비 프로젝트를 통해 다각적인 검증과 평가를 

받으며 상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동외어외무대학
1995년에 광저우 외국어학원(1964년 설립)과 광저우 대외무역학원 

(1980년 설립)이 합병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중국 남부 경제적 중추 

도시인 광저우시에 소재합니다. 캠퍼스 4곳에 문학/경제/관리/법학/공학/

이학/교육/예술 등 ８개 학부, 67개 학위 코스가 있어, 학부생, 대학원생 

합쳐 약 24,000명이 배우는 중국 남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 기관간 학술 및 문화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여 475개 대학 및 학술 기관 등과 제휴하며, 많은 유학생이 배우고 

있습니다.동서대학교
전신(前身)인 동서학원은 1970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거친 후 1996년에 현재 동서대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특성화, 

정보화, 글러벌화- 이들 ３대 전략을 내걸고 15개 학부, 75개 전공, 약 

11,000명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영화 

및 영상, IT,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국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도 캠퍼스를 설립하는 등 

각종 글러벌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9개국, 230개 

대학과 연계를 취하면서 다채로운 국제 프로그램을 충족화시키는 등 

이노베이티브한 미래형 대학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６Final Report 2016-2020

교육의 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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