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시마문리대학 약학부는 어떤 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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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문리대학에 관해


2025년 창립 1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입니다.



러닝 머신이나 벤치 프레스 등의 트레이닝 머신이 잘 갖춰진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연수를 받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학부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주회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내 식당에서는 100엔 아침식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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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문리대학 약학부에 관해


1972년에 설립된 전통이 있는 학부입니다. 지금까지, 95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5학년의 실무실습 장소(병원, 약국)가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멀어도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100엔 카레, 50엔 우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 학 시 부 터 튜 터 제 도 나 연 구 실 에 서 의 SGD(Small Group Discussion) 를
실시하기 때문에 교원과의 거리가 가깝고 상담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실이나 e-learning 시스템 등의 교육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은 국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인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고 평소에 강의를 듣던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사국가고시의 시험 장소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시험날도 여느 때와

[서포트 내용의 예시]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도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강좌의 실시



코로나로 강의는 대면 강의와 원격화상강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의 생활 지원（관공서나 주거 등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신입생들의 강의에 대한 적응을 위해 원격화상강의는 실시간 강의와 해당 강의의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서포터(재학생 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어 본 약학부의 특징




오픈 캠퍼스(캠퍼스 탐방) 때, 대학생이 연구해서 학회 발표한 체험을 즐겁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약학부 건물에는 각층에 라운지가 있습니다. Wi Fi가 완비 되어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의 대학에서도 좋은 연구를 하면 세계와 승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준

책상이나 소파가 있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보고서를 함께 작성할 수

것이 인상적이어서, 도쿠시마 문리대학 약학부로 결정했습니다.

있습니다. 학생 개인 사물함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도서관의 자습 공간도

입학하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거리가 가까워서 국가고시 공부에 어려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느꼈을 때에도 같이 문제를 풀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나






공부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해당 강의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친구관계 등 개인적인 일도 상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화상강의 시에는 Google Classroom을 사용하여 강의하기 때문에 쉽게

대학 주변에 학생 원룸이 많고 여자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약학 교육 센터에는 전속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통학비도 필요하지 않고 도보 거리에 음식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녁식사도 끝내고

부족한 과목의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이 있어도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취방에서 5분 이면 강의실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웃음)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질문하기 쉽습니다.

각종URL (일본어)


도쿠시마문리대학 약학부: https://p.bunri-u.ac.jp/



트레이닝 센터: https://www.bunri-u.ac.jp/establishment/training/



약학부 가상 투어 (사진을 클릭): https://p.bunri-u.ac.jp/5648/



교내 식당: https://www.bunri-u.ac.jp/campus-life/support/canteen/



도쿠시마문리대학 가상 투어:



100엔 아침식사: https://www.bunri-u.ac.jp/campus-life/100/

https://r45787215.theta360.biz/t/fb8c3fd2-6cd4-11eb-9ea8-0699ad45d5e6-1



여자 기숙사 (youtube): https://www.bunri-u.ac.jp/about/podcast/130525/

도쿠시마캠퍼스 주변 지도

＊이곳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도보거리 내에서 식료품부터 가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도 많고 세련된 가게도 많습니다.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Police box

해결됩니다.

UNIQLO

캠퍼스 주변 환경의 추천 포인트

Women’s dormitory



Tokushima Bunri Univ.

스타벅스, 맥카페, 많은 편의점이 근처에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세련된 가게들도 많습니다. 귀멸의

Asty-Tokushima
(event hall)

Starbucks coffee

칼날 카페도 있습니다.


가게가 많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McCafé



집세, 물가가 저렴합니다. (월세 평균 31000엔)



병원이 많고 근처에 치과, 휴일 진료 병원 등도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오락 시설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전 거 가 있 으 면 이 온 몰 ( 약 4km) 도 갈 수
있습니다.



겨울도 비교적 따뜻하여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도쿠시마에서 가장 큰 이벤트 홀(아스티
도쿠시마)이 근처에 있어,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
등이 개최됩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고베공항에 직행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사카, 고베행
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Shopping center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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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문리대학 (도쿠시마 ca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