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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대학부속농학교 
筑 波 大 学 附 属 聾 学 校 

School for the Deaf, University of Tsukuba 
 
１． 본교의 사명 

본교는 청각장애교육의 실천을 통해 츠쿠바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협력하는 부속학교로서 다음의 

3 가지 사명을 갖고있다.  

(1) 청각장애교육의 가능성 추구 

(2) 실천적 연구의 추진 및 발신 

(3) 교육실습 및 현직교육의 실시 

 

２． 본교의 연역 

明治8年5月(1875.5) 고가 마사오(古川正雄)、츠다센 (津田仙)、Ｇ ・ 폴살트 외 6 명이 

락쿠젠카이(楽善会)를 조직하여 맹농아교육을 계획 

明治9年3日（1876.9） 락쿠젠카이(楽善会)가 훈맹소(訓盲所)를 설립 

明治13年1月（1880.1） 훈맹소(訓盲所)를 훈맹원(訓盲院)으로 개칭。훈맹원(訓盲院)에 맹학생 

2 명이 2 월에、농학생 2명과 맹학생 5명이 6월에 입학 

明治17年5月（1884.5） 훈맹원(訓盲院)을 훈맹아원(訓盲唖院)으로 개칭 

明治24年5月（1891.5） 동경 코이시가와 사시가야쵸(東京小石川指ケ谷町)에 이전 

明治43年4月（1910.4） 동경농아학교(東京聾唖学校)로 개칭 

昭和21年2月（1946.2） 치바켄 이치가와시 코노다이(千葉県市川市国府台)（현위치）로 이전 

昭和25年4月（1950.4） 동경교육대학국립농교육학교(東京教育大学国立ろう教育学校)、 

동 부속농학교(附属聾学校)로 개편 

昭和26年4月（1951.4） 동경교육대학교육학부부속농학교(東京教育大学教育学部附属ろう学校)로  

개편 

昭和53年4月（1978.4） 츠쿠바 대학 부속 농학교(筑波大学附属聾学校)로 개편 

平成16年4月（2004.4）     국립대학법인츠쿠바대학(国立大学法人筑波大学) 츠쿠바대학부속농학교 

(筑波大学附属聾学校)설치 

 

３． 본교의 교육목표 

 청각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상태와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법을 적용하여 일반학교와 동등한 학력수준을 

지향하는 대응교육을 목표로 한다. 

 

４． 각 학부별 교육 

 교장 1 명（츠쿠바대학교수가 겸임）、부교장 1 명、교무주임 1 명、발음지도 담당교사 1 명、양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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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기숙사 지도원 9명、사무직원 4 명、시간강사３０명 

학부 대상연령 학급수 학급정원 교원수 

유치부(幼稚部) ３～５살 ９ ５ 人 １６ 人 

초등부(小学部) ６～１１살 １２ ６ 人 １８ 人 

중학부(中学部) １２～１４살 ６ ６ 人 １２ 人 

고등부(高等部) １５～１７살 ９ ８ 人 ２０ 人 

전공과(専攻科) １８～２０살 ７ ８ 人 ２１ 人 

   

(1)유치부(幼稚部) 

 아동의 장애상태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심신(心身)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며 초등부부터 

교과지도의 핵심인 기초 국어(일본어) 능력을 함양시킨다. 

(2) 초등부(小学部) 

 아동 개개인의 학력, 언어력 혹은 의사소통능력등의 실태에 따라 교재 및 교구, 지도법, 학습형태등을 

고안하여 말로서 의사를 전달 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읽기쓰기 능력등의 언어력을 육성한다. 

(3) 중학부(中学部) 

 교육기자재의 활용과 개개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지도 형태를 취하여 기초학력의 향상, 특별교사의 

배치, 대학생과의 협동학습, 검정고시에의 도전등을 통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청각장애학생을 육성한다. 

(4) 고등부(高等部) 

 개개인의 학력 및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및 영어검정고시, 독서 컨쿨, 

실력시험등 각종 교육적 자극을 준비하여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고 교과학습 이외의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이 

중심이되어 활동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5) 전공과(専攻科) 

 각 전공분야의 학습을 통해 학생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현대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각종 자격증의 취득, 전국 규모의 컨테스트에 응모, 치과기술사 국가시험등의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조형예술과(造形芸術科) 

미술, 디자인, 생활조형의 코스를 설치하고 작품제작활동을 통해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태도 및 풍요로운 인성을 함양한다. 

② 비지네스 정보과(ビジネス情報科) 

컴퓨터 리테러시 및 부기등의 기술을 취득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③ 치과기공과(歯科技工科) 

치과기공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3 년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５． 협력기관 

(1)영유아 교육상담실 「케야키 교실」 

 만 1 살이 되기 이전부터「청각활용」에 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활동, 개별지도, 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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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강좌, 할아버지 및 할머니 담화회, 개별면담, 유치부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숙사 

 먼거리에서 입학한 학생을 위해 교내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숙사 지도원의 지도하에 자주심과 

자립심을 육성합니다. 

 

６． 학교행사 

(1)연간수업일수                                총수업일 １９８일 

학기 1학기 ２학기 ３학기 

기간 4/1～7/20 9/1～12/22 1/8～3/23 

(2)예정표 

４월 입학식 

５月    운동회(유)、수학여행(초、중)、임간학교(林間学校)(중) 

６月    전문과목 진단평가(고)、숙사축제（기） 

７月    칠석제(七夕祭り)(유)、수영교실(초)、수영대회(중)、직장실습(전) 

８月 여름방학（7/21～8/31） 

９月 체육회   

１０月    연수여행(専) 

１１月 문화제 

１２月    떡 찍기 대회(유)、마라톤대회（초、중、고） 

 겨울방학（12/23～1/7） 

１月    교통안전지도(유、초) 

２月 입학시험   스키교실(고)、수학여행（고）   

３月 졸업식 

 

７． 연수성과의발신, 업무 

(1) 연구회 개최 

 ・「농교육실천연구회(聾教育実践研修会)」매년6월 

 ・「청각장애교육담당교원강습회(聴覚障害教育担当教員講習会)」매년１１월 

(2) 연수생 지도 

`・츠쿠바대학 특별지원교육센터(筑波大学特別支援教育研究センター)가 현직 교원 연수생을 지도 

 ・`농학교 수업견학 

(3) 연구성과물 발간 

 ・연구기요 

 ・월간지「청각장애(聴覚障害)」발간 

 ・각 학부별 교육연구 

(4) 교육실습생 지도 

 ・츠쿠바대학생의 교육실습 및 개호등 체험실습(介護等体験実習)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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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학교정보 

(1) 교직원수     총수 １０５명 

(2) 학생의 청력분포（2005년도） 

   

(3)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 

 

 

８． 소재지                        

 

〒272-8560 市川市国府台2-2-1 

TEL +81-47-371-4135 FAX 373-6316 

Website;  http://www.deaf-s.tsukuba.ac.jp/ 

E-mail;   kyoum-mail@deaf-s.tsukub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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