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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소개 

 유학생  
 

 2016년5월 현재, 교토대학에는 약110개의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온 유학생 2,091명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원 
유학생수 

(학부·석사·박사·비정규생) 

Engineering 
497명 

(147・126・186・38) 

Agriculture 
218명 

(27・91・81・19) 

Economics 
188명 

(48・63・45・32) 

Integrated Human Studies / 
Human Environmental Studies  

186명 
(3・63・62・58) 

Letters 
132명 

(8・30・45・49) 

☁  과정별 학생수 (2016년 5월 1일 현재)      

총학생수(유학생수)                                  

 정규생                        22,657 (1,705) 명 

  학사과정 13,374 (244) 명 

  석사과정 4,915 (570) 명 

  박사과정 3,669 (785) 명 

  전문직학위과정               699 (106) 명 

 비정규생  835 (386) 명 
      

☁  유학생 내역 (2016년 5월 1일 현재)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 ： 571 명 
 사비유학생 ： 1,520 명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  유학생수 상위 5학부・대학원   

  (2016년 5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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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NIS각국포함) (34) 
아시아 1,671명 80.0% 

유럽(NIS각국포함) 170명8.1% 

아프리카 73명 3.5% 

중동 52명 2.5% 

북미 51명 2.4% 

중남미 46명 2.2% 

태평양주 19명 0.9% 

그외 9명 0.4%* 

*그 외는 일본국적보유자.   

☁  지역별 유학생 수  (2016년 5월 1일 현재)                                          



Ⅰ. 대학소개 

교토대학은 1897년 6월에 설립된 전통있는 대학입니다. 메인 캠퍼스는, 역사적 도시로서 전통적인 일본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교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설립이래 본교는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전통적 학풍만들기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교의 졸업생은 국내외

에서 학문, 정치, 산업, 기타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10개의 학부와 18개의 대학원, 그 외 13개의 연구소 및15개의 센터와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약 23,000명의 학생 중에는 약110개의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온 유학생들이 약 2,100명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한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문직학위과정 박사과정 

입학자 졸업자 입학자 수료자 입학자 수료자 입학자 
학위 

수여자 

Letters 225 211 95 95 -  -  56 41 

Education 72 71 37 45 -  -  27 17 

Law 343 351 23 17 155 139 26 15 

Economics 262 257 42 44 -  -  14 25 

Science 316 310 305 262 -  -  111 107 

Medicine 259 257 88 85 37 34 218 172 

Pharmaceutical Sciences 86 80 68 52 -  -  26 29 

Engineering 988 958 753 700 -  -  118 168 

Agriculture 320 304 317 277 -  -  56 68 

Integrated Human Studies/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126 132 158 134 -  -  70 55 

Energy Science -  - 125 126 -  -  13 15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  - - 24 -  -  39 23 

Informatics -  -  181 168 -  -  24 31 

Biostudies -  -  77 84 -  -  26 19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  -  - - -  -  13 -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  -  38 36 -  -  9 18 

Government -  -   - -  45 36  - -  

Management -  -   - -  81 86  8 -  

학부·대학원 

Total 2,997 2,931 2,307 2,149 318 295 854 803 

  교직원 및 학생  

☁ 교직원수 (2016년 5월 1일 현재) 

● 총장：1명  ● 강사：156명 ● 전문업무직원：8명 

● 임원：9명  ● 조교수：788명  합계：5,505명 

● 교수：1,017명  ● 조수：2명   

● 부교：794명 ● 사무 직원·기술직원 등：2,730명 ● 특정 기간 고용 교직원 수：1,669명 

입학・졸업・수료 상황 

입학자 수는 2016년 4월 1일 현재 

졸업・수료・학위수여자 수는 2015년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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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소개 

 학부（10） 
Faculty of Integrated Human Studies 

Faculty of Letters 
Faculty of Education 

Faculty of Law 
Faculty of Economics 

Faculty of Science  
Faculty of Medicine 

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 
Faculty of Engineering 
Faculty of Agriculture 

  

대학원（18） 
Graduate School of Lett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Law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ence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Graduate School of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Biostudies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Graduate School of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School of Governmen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부설 연구소（13） 
Institute for Chemical Research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 
Institute for Frontier Life and Medical Sciences 

Institute of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Humanosphere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Yukawa Institute for Theoretical Physic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Research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Research Reactor Institute 
Primate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enter for iPS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부속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등（15） 
Academic Center for Computing and Media Studies 

Radiation Biology Center 
Center for Ecological Research 

Wildlife Research Center 
Center for the Promotion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The Kyoto University Museum 
Field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Fukui Institute for Fundamental Chemistry 

Kokoro Research Center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Studies 

General Student Support Center 
Kyoto University Archives 

Center for African Area Studies 
Hakubi Center 

Center for the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원 등（6）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Agency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Institute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Library Network 

Office of Society-Academia Collaboration for Innovation 
International Strategy Offic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stitute for Integrated Cell-Material Sciences 

사무 조직 

 

2017/2018년도 학사 일정 

       

4월1⽇        전기(봄학기) 시작   10월1일                후기(가을학기) 시작  

 4월7일                입학식   11월하순 11월 축제 

 6월18일  창립기념일   12월29일-1월3일 겨울방학 

 8월5일-9월30일 여름방학   3월26일                 대학원 학위 수여식 

9월30일          전기(봄학기) 종료    3월27일 졸업식 

    

 

 

3월31일        후기(가을학기) 종료  

정규생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함) 및 비정규생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받아 들이는 곳은 학부 및 대학원입니다. 그 외, 일

부의 연구소 및 센터에서도 연구생(비정규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직도      (2016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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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정규생】학사과정 

학부 학과 

Integrated Human Studies Integrated Human Studies 

Letters Letters 

Education Educational Sciences 

Law   

Economics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cience 

Medicine 
Medical Science (6년제)  

Human Health Sciences 

Pharmaceutical Sciences 

Pharmacy (6년제) 

Engineering 
Global Engineering, Architecture, Engineering Science,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Informatics and 
Mathematical Science, Industrial Chemistry 

Agriculture 
Bioresource  Science,  Applied  Life  Sciences,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Food  and 
Environmental Economics, Forest and Biomaterials Science,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harmaceutical Sciences 

여기에서는 사비유학생*으로 교토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

다. 각 학부의 지원자격, 선발방법, 학위수여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망하는 학부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생이나 교환 유학생(특별청강학생과 특별연구학생)등 비정규생으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13쪽을 참조하십시오.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학사 과정)가 2011년부터 공학부 지구공학과 국제코스(Undergraduate 

International Course Program of Undergraduate School of Global Engineering, Faculty of Engineering)에

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쪽을 참조하십시오. 

 
* 일본정부(문부과학성: MEXT) 장학금 유학생으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15-16쪽을 참조하십시오. 

☁ 학부 학과일람 
본교에는 10개 학부가 있으며,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교토대학: http://www.opir.kyoto-u.ac.jp/study/en/curriculum/faculty/ (영어)  

☁ 강의언어 ☁  학위 수여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를 제외하고, 시험이나 수업은 통상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부 전문직학위과정이나 석사

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시에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본교에는 일본어만을 배우기 위한 일본어학과는 없습니

다. 일본어를 학습한 후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학 부 (Faculty  of  Medicine) 와  약 학 부 (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의 일부 학과를 제외한 경우, 4년 이상 

재학하여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한 후, 졸업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의학부 인간 건강 과학과(Faculty  of  Medicine,  School  of 

Human  Health  Sciences)  및  약학 부  약 과 학과 (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 Division of Pharmaceutical Sciences) 

학생인 경우는 4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 졸업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의학

부의학과(School of Medical Science, Faculty of Medicine) 및 

약학부약학과(Division of Pharmacy, 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 에 대해서는 6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 졸업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 학위가 수여됩

니다.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학사 과정)가, 2011년부터 공학부 지구

공학과 국제코스(Undergraduate International Course Program of 

Undergraduate  School  of  Global  Engineering,  Faculty  of 

Engineering)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에 11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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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부 
모집요강  

주）아래의 정보는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입학 시기 

배부예정시기 Website 

Economics 7월 http://www.econ.kyoto-u.ac.jp/ 

4월 
Pharmaceutical Sciences 10월 http://www.pharm.kyoto-u.ac.jp/ 

Engineering 12월 http://www.t.kyoto-u.ac.jp/ja 

Agriculture 7월 http://www.kais.kyoto-u.ac.jp/japanese/ 

언어 

일본어 

일본어/영어 

일본어 

일본어 

☁  
 
 
 
-  
 
- 

지원자격 개요 
지원자는 각 학부가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서 주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 자격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상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에서 학교교육의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문부 과학대신이 지정한 자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수료예정자

를 포함).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자（국제 바칼로레아 자격을 가진 자 등).   

  
☁ 선발방법 등 

원칙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선발방법(일반 입학시험 등)에 의해 입학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경제학부(Faculty of Economics)·약학부

(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공학부(Faculty of Engineering)·농학부(Faculty of Agriculture)에서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시기는 4월입니다. 

● 일반 입학시험 

일반 입학시험에서는 대학입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입시센터 시험과 더불어 각 학부에서 실시하는 개별학력시험을 수험해야 합니

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은 보통 1월에 실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대학 입시센터(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http://www.dnc.ac.jp 일본어)로 조회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개별학력시험의 원서제출기간은 1월 하순이며, 시험은2월 하순입니다. 개별학력시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입시기획과

(Admissions Office)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비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시험 

사비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시험은 경제학부(Faculty of Economics)·약학부(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공학부(Faculty of 

Engineering)·농학부(Faculty of Agriculture)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비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시험을 수험하기 위해서는 일본학생지

원기구(JASSO)가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EJU) 및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 각 학부가 설정하는 지원자격, 학력

시험, 면접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 자격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시험의 원서제출기간은 1월 상순으로 시험은 1월 중순에서 2월 하순 사이에 실시됩니다. 다음 

표는, 2016년도 입학을 위한 일정입니다. 일정은 신년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부의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신년도 입학시험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부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불명확한점이 있는경우 반드시 해

당 학부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  외국학교 출신자를 위한 선고 

법학부(Faculty of Law)・경제학부(Faculty of Economics)에서는, 일본 이외 국가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특별 시험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법학부는 일본인과 외국인 지원자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일본인 지원자의 접수만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

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 특색 입시 

2015년도부터, 특색 입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부에 대해서는, 유학생도 출원 가능합니다. 또한, 법학부(Faculty of Law)특색 

입시에 대해서는 후기 일정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입시기획과(Admissions Office)에 확인해 주세요. 

● 제3년차 편입학시험 

법학부(Faculty of Law)·경제학부(Faculty of Economics)·의학부 인간건강과학과(Faculty of Medicine, School of Human Health 

Sciences)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학사 입학시험 

문학부(Faculty of Letters)·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인간학부

(Faculty of Integrated Human Studies)·이학부(Faculty of Science)·공학부(Faculty of Engineering)는 교토대학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

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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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생】석사과정·박사과정·전문직학위과정 

여기에서는 사비유학생*으로 교토대학의 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전문직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

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대학원의 지원자격, 선발방법, 학위수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생이나 교환 유학생(특별청강 학생과 특별연구 학생)등 비정규생으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

는 경우는 13쪽을 참조하십시오.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에 대해서는 11-12쪽을 참조하십시오. 

 
* 일본정부(문부과학성: MEXT) 장학금유학생으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15-16쪽을 참조하십시오. 

☁  
  
  
◪ 

대학원연구과 전공일람  
본교에는 18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석사과정·박사과정·일관제 박사과정·전문직학위과정이 있습니다. 각 전공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 연

구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교토대학: http://www.opir.kyoto-u.ac.jp/study/en/curriculum/graduate/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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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언어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를 제외하고, 시험이나 수업은 통상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부 전문직학위과정나 석사과정에 입학을 희망

하는 자는 입학시에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본교에는 일본어만을 배우기 위한 일본어학과는 없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한 후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에 대해서는, 11-12쪽을 참조하십시오. 

대학원 학위과정 전공 

Letters 석사 박사 Philology and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Behavioral Studies, Contemporary Culture 

Education 석사 박사 Educational Studies, Clinical Studies of Education 

Law 
석사 박사 Legal and Political Studies 

전문직 Law School 

Economics 석사 박사 Economics 

Science 석사 박사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Sciences, Physics and Astronomy,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Medicine 

박사(4년제) Medicine 

석사 박사 Medical Science 

전문직 박사 Public Health 

석사 박사 Human Health Sciences 

Pharmaceutical  
Sciences 

박사(4년제) Biomedical Sciences 

석사 박사 Pharmaceutical Sciences, Bioinformatics and Chemical Genomics 

Engineering 석사 박사 

Civil and Earth Resources Engineering, Urban Management, Environmental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nd  Science,  Micro  Engineering,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Nuclear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 Chemistry, Energy and Hydrocarbon Chemistry, Molecular Engineering, 
Polymer Chemistry, Synthetic Chemistry and Biological Chemistry, Chemical Engineering 

Agriculture 석사 박사 
Agronomy and Horticultural  Science,  Forest  and  Biomaterials  Science,  Applied  Life  Sciences,  Applied 
Bioscience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Natural  Resource  Economic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석사 박사 

The  Department  of  Human Coexistence,  the  Department  of  Cultural  Coexistence,  th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Energy Science 석사 박사 
Socio-Environmental  Energy  Science,  Fundamental  Energy  Science,  Energy  Conversion  Science,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5년일관제 박사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African Area Studies, Global Area Studies 

Informatics 석사 박사 
Intelli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Informatics,  Advanced  Mathematical  Sciences,  Applied 
Mathematics and Physics, Systems Science, Communications and Computer Engineering 

Biostudies 석사 박사 Integrated Life Science, Systemic Life Science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5년일관제 박사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박사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석사 박사 Environmental Management 

Government 전문직 Public Policy 

Management  
전문직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Science 박사 



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 학위 수여 

● 석사과정 

석사과정에 2년 이상 재학하고 연구지도를 받아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함과 동시에 석사논문의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 전문직학위과정(법과대학원Law School을 제외) 

전문직학위과정에 2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됩니다. 

● 전문직학위과정(법과대학원Law School) 

전문직학위과정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단위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법무박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됩니다. 

● 박사과정 

박사후기과정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연구지도를 받아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함과 동시에 박사논문의 심사 및 시험에 합격

한 자에 대하여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 의학연구과(Graduate School of Medicine)의학전공 및 약학연구과(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ences)

약학전공 4년제 박사과정 

박사과정에 4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함과 동시에 연구지도를 받아 박사논문의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연구연구과(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및 종합 생존학관 (사수

관,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5년일관제 박사과정 

일관제 박사과정에 5년 이상 재학하고 정해진 수업과목 및 단위수를 취득함과 동시에 연구지도를 받아 박사논문의 심사 및 시험에 합

격한 자에 대하여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 지원자격 개요 
지원자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서 주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 서

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 자격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연구과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하여주십시오.(9-12페이지를 참고). 불명확한 점이 있을 시 입학을 희망하는 연구과 등의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 
  

-  
- 
- 

석사과정, 전문직학위과정,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연구연구과(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및 종

합 생존학관 (사수관,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5년일관제 박사과정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외국에서 학교교육의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 대학원연구과가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만 22세 이상인 자. 

●  

- 
- 
- 

박사과정 

일본의 석사학위 또는 석사(전문직) 혹은 법무박사(전문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외국에서 본교 대학원연구과의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학위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 대학원연구과가 석사학위 또는 석사(전문직) 혹은 법무박사(전문직)의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만 24세 이상인 자. 

● 
  

- 
- 
- 

의학연구과(Graduate School of Medicine)의학전공 및 약학연구과 (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ences) 약학전공 4년제 박사과정 

일본에서 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인 과정(의학, 치학, 약학 또는 수의학을 이수한 과정에 한함)을 졸업한 자. 

외국에서 학교교육 18년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 대학원연구과가 대학(의학, 치학, 약학 또는 수의학을 이수하는 수업 연한이 6년의 과정)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한 자로 만 24세 이상인 자. 

  

* 외국의 학교 교육 16년(4년제박사과정의 경우 18년)에 부족한 과정을 수료하였어도,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과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모집요강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9-12페이지참고). 불명확한 점이 있을 시 

입학을 희망하는 연구과 등의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 선발방법 등 
대학원의 입학자 전형시험은 대학원 연구과마다 모집시기·시험일정 등이 다릅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 자격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시험은 대략 전문과목·외국어과목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됩니다. 입학시기는 4월이지만, 일부 대학

원연구과에서는 10월 입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과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모집요강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9-12페이지참고). 불명확한 점이 있을 시 입학

을 희망하는 연구과 등의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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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4월 입학 10월 입학 

Website (영어)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Letters 5월・10월＊1 ― ― ― http://www.bun.kyoto-u.ac.jp/en/  

Education 6월・11월＊２ 11월 ― ― http://www.educ.kyoto-u.ac.jp/en/home  

Law 
(Legal and Political Science) 6월 7월 ― ― https://law.kyoto-u.ac.jp/english/  

Economics 6월 ― 10월 ― http://www.econ.kyoto-u.ac.jp/en/  

Science 5월 12월＊3 5월＊4 12월＊3・4 http://www.sci.kyoto-u.ac.jp/en/  

Medicine 

（Medical Science） 5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Medicine 

（Human Health Science） 6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Pharmaceutical 
Sciences 

5월 10월 ― 5월 http://www.pharm.kyoto-u.ac.jp/en/  

Engineering 5월 11월 ― ― http://www.t.kyoto-u.ac.jp/en  

Agriculture 6월 11월 ― ― http://www.kais.kyoto-u.ac.jp/english/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6월・11월 ― ― ― http://www.h.kyoto-u.ac.jp/index_e.php  

Energy Science 4월 10월 ― ― http://www.energy.kyoto-u.ac.jp/english/index.html  

Informatics 5월・10-11월＊5 11월 5월 11월 http://www.i.kyoto-u.ac.jp/en/  

Biostudies 4월 ― ― ― http://www.lif.kyoto-u.ac.jp/j/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4월・10월＊6 4월・10월 4월＊6 ＊64월・10월 http://www2.ges.kyoto-u.ac.jp/en/ 

대학원입학시험 모집요강 배부시기 알림 
 

표 안의 달은 해당 선발 학생모집요강의 배부 예정 시기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달이 병기 되어 있는 경우 1차모집 요강과 2차모집 

요강의 당해 선발 학생 모집요강의 배부 시기입니다. 영어로 학위를 취득하는 코스에 대해서는 11-12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신

년도 일정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입학을 희망하는 

연구과 등의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토대학의 연구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희망하는 연구과에 원서제출 

수속 전에 어드미션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에서 조회 수속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 교토대학 입학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 

(간체자) http://www.kyoto-u.ac.jp/zh-c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번체자) http://www.kyoto-u.ac.jp/zh-tw/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 석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1    행동문화학전공만 연2회 (여름과 겨울)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배부예정의 학생모집요강은 행동문화학전공의 하기 입학시험을 위한 
것 입니다. 모든 전공의 동기 입학시험 모집요강은 10월에 배포예정입니다. 

＊3    수학·수리해석전공 수학계(Mathematics Course in the Division of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Sciences)만.  

＊4    각 학생 모집요강은 4월・10월 입학 공통입니다. 

＊5 1차(하기)입학시험에 더해 2차(동기)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첨단수리과학전공은 10월에 그 이외의 전공은 11월에 해당선발 모집요강을 배부
할 예정입니다. 

＊6 제2회 이후의 모집, 혹은 해당선발의 모집을 시행하는 경우만 모집요강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 해주십시오. 

＊2 일정은 전공이나 코스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4월 입학 10월 입학 

Website (영어)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Law School 6월 ― ― ― https://lawschool.law.kyoto-u.ac.jp/ (일본어)  

Medicine 
(Public Health) 5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Government 7월 7월 ― ― http://www.sg.kyoto-u.ac.jp/en/index.html 

Management 6월 6월 ― ― http://www.gsm.kyoto-u.ac.jp/en/ 

☁ 박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대학원 
4월 입학 10월 입학 

Website (영어)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Letters 10월 ― ― ― http://www.bun.kyoto-u.ac.jp/en/  

Education 11월 11월 ― ― http://www.educ.kyoto-u.ac.jp/en/home  

Law 
(Legal and Political Science) 11월 7월 ― ― https://law.kyoto-u.ac.jp/english/ 

Economics 10월 ― ― ― http://www.econ.kyoto-u.ac.jp/en/  

Science 12월 ― 5월 ― http://www.sci.kyoto-u.ac.jp/en/  

Medicine 
（Medical Science) 10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Medicine 
(Human Health Science) 6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Pharmaceutical 
Sciences 

9월 9월 6월 6월 http://www.pharm.kyoto-u.ac.jp/en/  

Engineering 5월・11월 ― 5월 http://www.t.kyoto-u.ac.jp/en  

Agriculture 11월 11월 ― ― http://www.kais.kyoto-u.ac.jp/english/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11월 ― ― ― http://www.h.kyoto-u.ac.jp/index_e.php  

Energy Science 4월・10월 4월・10월 4월 4월 http://www.energy.kyoto-u.ac.jp/english/index.html  

Informatics 5월・11월＊2 5월・11월＊2 5월・11월＊2 5월・11월＊2 http://www.i.kyoto-u.ac.jp/en/  

Biostudies 12월 ― ― ― http://www.lif.kyoto-u.ac.jp/j/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4월・10월*3 4월・10월 4월*3 *34월・10월 http://www2.ges.kyoto-u.ac.jp/en/ 

11월＊1 

Management 6월 ― ― ― http://www.gsm.kyoto-u.ac.jp/en/ 

＊1 

＊2 

＊3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2차(동기)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는, 11월에 해당선발의 모집요강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2회 이후의 모집, 혹은 해당선발의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만 모집요강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 

  

☁ 박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대학원 
4월 입학 10월 입학 

Website (영어) 
일반선발 

3년차 
편입학 

일반선발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Medicine 
(4-year Medicine) 8월 ― ― ― http://www.med.kyoto-u.ac.jp/en/  

Pharmaceutical Sciences 
(4-year Biomedical Science) 6월 ― 6월 ― http://www.pharm.kyoto-u.ac.jp/en/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5-year doctoral) 4월*1 10월 ― *2 http://www.asafas.kyoto-u.ac.jp/en/ 

Advanced Integrated Studies in  
Human Survivability (5-year doctoral) 

3월 ― ― ― http://www.gsais.kyoto-u.ac.jp/en-top/ 

외국인유학생  
특별선발 

― 

― 

― 

― 

＊1 

＊2   
동남아시아지역 연구전공 및 아프리카 지역 연구정공의 제 2회(동기)입학학생모집요강을 포함합니다. 
제3년차  편입학을 희망하는 국비유학생만 대상입니다. 사무실에 문의 해 주십시오. 

  

☁ 전문직학위과정 (2016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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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부 
코스명 

Website (영어) 
일본 입국전 
입학허가 

모집요강 배
부시기 

입학 시기 입학 
정원  4월 10월 

Engineering 
Undergraduate International Course Program of Civil Engineering 
http://www.s-ge.t.kyoto-u.ac.jp/int/en/ ● 1월 ● × 30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  

교토대학에서는 해외에서 학생을 받아 들이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코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

하는 것은 수입이나 평가가 모두 영어로 행해지는 코스이고 입학시험이나 학생지원등도 영어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어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계레벨의 연구시설의 이용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코스의 웹사이트를 확인 해주십시오.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토대학의 연구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희망하는 연구과에 원서제출 

수속 전에 어드미션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에서 조회 수속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 교토대학 입학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 

(간체자) http://www.kyoto-u.ac.jp/zh-c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번체자) http://www.kyoto-u.ac.jp/zh-tw/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   학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대학원 코스명 
Website (영어) 

일본 입국전 
입학허가 

모집요강  
배부시기 

입학 시기 입학  
정원  4월 10월 

Economics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me for East Asi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http://www.econ.kyoto-u.ac.jp/kueac/ 

● 10월 × ● 8 

Engineering 

International Course in Management of Civil Infrastructure in 
the Department of Civil and Earth Resources Engineering 
http://www.ce.t.kyoto-u.ac.jp/mci/en/ 

× 
1월 ● × 12  

International Course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http://www.um.t.kyoto-u.ac.jp/urd/en/ 

× 

Integrated Engineering Course in the Human Security 
Engineering Field 
http://hse.gcoe.kyoto-u.ac.jp/ 

*1 5월, 11월 ● × 20 

Agriculture 
Special Course in Agricultural Science — For the Global 
Future of Life, Food and the Environment 
http://www.kais.kyoto-u.ac.jp/english/global30/ 

● 6월(4월 입학) 
12월(10월 입학) ●  ●  5 

Energy Science 
International Energy Science Course 
http://www.energy.kyoto-u.ac.jp/IESC/ 

● 4월 × ● 10 

Informatics 

International Course in Intelligence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g30.i.kyoto-u.ac.jp/en 

× 

11월(4월 입학） 
5월(10월 입학）  

● ● 약간  
인원수 

International Course in Social Information 
http://www.g30.i.kyoto-u.ac.jp/en 

● ● ● 약간  
인원수 

International Course in Communications and Computer 
Engineering 
http://www.g30.i.kyoto-u.ac.jp/en 

× ● ● 약간  
인원수 

Biostudies 
Global Frontier in Life Science 
http://www.lif.kyoto-u.ac.jp/e/ 

● 12월 ● ● 10 

Medicine 
Global Frontier in Life Science 
http://www.med.kyoto-u.ac.jp/en/ × 5월 ● × 약간  

인원수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http://www2.ges.kyoto-u.ac.jp/en/ 

● 4월・10월(4월 입학) 
*24월・10월(10월 입학) ● ● 약간  

인원수 

Science  
(Primate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ourse for Primatology and Wildlife Research 
http://www.cicasp.pri.kyoto-u.ac.jp/# 

× 8월*3 ● ● 5 

☁   석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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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2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  
＊3 학생모집요강은 4월・10월 입학 공통입니다. 



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코스명 
Website (영어) 

일본 입국전 
입학허가 

모집요강 
배부시기 

입학 시기 입학  
정원  4월 10월 

Economics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me for East Asi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http://www.econ.kyoto-u.ac.jp/kueac/ 
● 3월 × ● 8 

Engineering 
Integrated Engineering Course in the Human Security 

Engineering Field 

http://hse.gcoe.kyoto-u.ac.jp/ 

*1 5월, 11월 ● ● 20 

Agriculture 
Special Course in Agricultural Science — For the Global Future 

of Life, Food and the Environment 

http://www.kais.kyoto-u.ac.jp/english/global30/ 
● 6월(4월 입학) 

12월(10월 입학) ●  ●  5 

Energy Science 
International Energy Science Course 

http://www.energy.kyoto-u.ac.jp/IESC/ 
● 3월 ● ● 10 

Informatics 

International Course in Intelligence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g30.i.kyoto-u.ac.jp/en 

× 

11월(4월 입학) 
5월(10월 입학)  

● ● 약간  
인원수 

International Course in Social Informatics 

http://www.g30.i.kyoto-u.ac.jp/en 
● ● ● 약간  

인원수 
International Course in Communications and Computer 

Engineering 

http://www.g30.i.kyoto-u.ac.jp/en 
× ● ● 약간  

인원수 

Biostudies 
Global Frontier in Life Science Program 
http://www.lif.kyoto-u.ac.jp/e/ 

● 12월 ● ● 10 

Medicine 

Global Frontier in Life Science Program (Medicine)  
http://www.med.kyoto-u.ac.jp/en/ × 

8월 
●   ×   

약간  
인원수 

Global Frontier in Life Science Program (Medical Science)  
http://www.med.kyoto-u.ac.jp/en/ 

10월 약간  
인원수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http://www2.ges.kyoto-u.ac.jp/en/ 
● 4월・10월(4월 입학) 

*24월・10월(10월 입학) ● ● 약간  
인원수 

Science  
(Primate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ourse for Primatology and Wildlife Research 

http://www.cicasp.pri.kyoto-u.ac.jp/# 
● 8월*3 ● ● 5 

☁   박사과정 (2016년 12월 현재) 

＊1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   전문직학위과정 (2016년 12월 현재) 

＊2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 해주십시오.  
＊3 학생모집요강은 4월・10월 입학 공통. 

대학원 
코스명 

Website (영어) 
일본 입국전 
입학허가 

모집요강 
배부시기 

입학 시기 입학  
정원  4월 10월 

Management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Course 
http://www.gsm.kyoto-u.ac.jp/en/ ● 5월 ● × 10 

과정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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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생】연구생 

대학원연구과 또는 연구소 등에서 특정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연구하려는 경우, 소정의 수속 등을 거쳐 연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생으로서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희망하는 교수를 본교의 웹사이트등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그 교수와 연락을 취하고 교수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교의 웹사이트등을 이용하여 지도를 희망하는 교수를 찾고 email등을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해주십시오. 

해당교수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 교수가 소속되어있는 학부・연구과등 사무실에, 교수의 이름을 명기하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 후 입학원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생에게는 학위 등은 수여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  
◪  
◪  

교토대학 “Faculties and Graduate Schools”: http://www.kyoto-u.ac.jp/en/faculties-and-graduate/ (영어) 
교토대학 “Activity Database on Education and Research”: http://kyouindb.iimc.kyoto-u.ac.jp/view/index_e.html (영어) 
교토대학 “Research Information Repository”: http://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locale=en (영어)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의 대학을 졸업하고, 교토대학의 연구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희망하는 연구과에 원서제출 

수속 전에 어드미션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에서 조회 수속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 교토대학 입학지원오피스（Admissions Assistance Office: AAO） 

(간체자) http://www.kyoto-u.ac.jp/zh-c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번체자) http://www.kyoto-u.ac.jp/zh-tw/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aao.html 

 

【비정규생】교환유학생  

☁  교토대학 교환 유학 프로그램의 개요  
교토대학은 대학간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교류협정교)으로부터 2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

습니다. 양쪽 프로그램 모두 학생은 1학기 (6개월) 또는 2학기 (12개월)동안 교토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경과 7월경 각 

교류협정교에 모집 요강을 송부합니다. 지원은 파견 대학의 사무국을 통해 교토대학에 제출합니다. 학생 개인에 의한 직접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지원 마감은 4월 입학의 경우 전년 9월, 10월 입학은 같은 해 2월입니다.  

① 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KUINEP) 
교토대학은 대학간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교류협정교)으로부터 2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

습니다. 각 과목의 수업은 주1회 2시간으로 원칙은 아래의 일본어 학습과목은 포함하지 않고 한학기에 6과목(1과목2단위) 이상 이수 해

야 합니다. 영어로 강의하는 전 학년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이 됩니다만, 각 학부가 제공하는 전문과목을 이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② Kyoto University General Exchange Program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일본어로 강의하는 통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일본어 학습과목은 포함하지 않고 학부생은 

6과목, 대학원생은 4과목을 학기마다 이수해야 합니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과목이수를 하지 않고 교수의 지도 아래 전문적인 연구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 다른 언어로 지도 가능한 교수만 있다면, 일본어능력은 불필요합니다. 학부생은 과목이수가 필수적이므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상당한 일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 일본어학습 과목 

상기①②의 어느 프로그램의 참가자도 국제고등교육원 부속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터 (Education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가 제공하는 전학년 공통과목「일본어」수업(1과목2단위)을 이수 가능합니다. 또한 ①의 참가자는 프로그램소정의 6과목에는 산

입 되지 않습니다.또한 성적은 교토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 성적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터가 제공하는 전학년 공통과목「일본어」수업(1과목2단위)을 이수하고 단위가 취득 가능한 것은 교환학생이

면서 대학 간 또는 부서 간 학생교류협정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별청강생 뿐입니다. 특별연구학생은 전 학년 공통과목「일본어」
수업은 이수 불가합니다. 다만 단위가 부여되지 않는「그 외의 일본어학습지원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19의“일

본어교육”을 참고 해주십시오. 

◪  
  

◪  

교토대학 “Outline of Exchange Students”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exchange.html  
교토대학 “List of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 Agreement Partner Universities”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program/list_of_un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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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비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Kyoto University Amgen Scholars Program 
-이과 학부생대상 장학금이 있는 하기 연구 프로그램- 

2015년 부터 개시한 장학금이 있는 Short Summer Program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의 학부생이 대상이되고 학술연구에 종사

하는 일본 굴지의 과학자를 필두로 교토대학 교수의 지도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매년 변경되어 아래의 프로그램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확인 해주십시오. 

☁   
●   
●   
●   
●  

프로그램 개요 
배속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연구내용에 대해서 포스터 발표. 
다른 참가학생과의 교류(세미나, 일본문화체험교실). 
도쿄대학프로그램 참가학생과 합동 심포지엄. 

☁ 지원내용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여비, 숙박비 및 장학금. 

☁ 참가인 수 
20명 

☁ 실시기간 
8주간(2017년 6월30일-8월24일)  

☁ 응모시기 
11월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예정. 

☁   
●   
●   
●   
  
●   
●   
  
  
●   

응모 자격 개요（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학사학위(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 가능한 세계 각국의 대학에 소속된 학부학생. 
섬머 프로그램개시까지 학부1학년을 끝마친 상태. 
섬머 프로그램 개시까지는 학사과정을 밟고 있고 섬머 프로그램 종료 후에 계속하여 학사과정을 1학기 혹은 1쿼터 이수할 예

정. 
성적 우수. 
다음의 영어 능력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TOEFL(iBT)72이상, IELTS Overall Band Score 코어5.5이상, Cambridge English FCE이상, TOEIC1095이상, TOEIC L&R 785이상, 
혹은 TOEIC S&W 310이상 
박사과정 진학에 흥미가 있다. 

☁  
◪ 

자세한 내용 및 응모 
교토대학 “Amgen Scholars Program”  
http://www.opir.kyoto-u.ac.jp/study/en/curriculum/amgenscholars/ (영어) 

☁  
   
  
◪ 

Amgen Scholars Program란 
Amgen Scholars Program은 Amgen재단에 지원을 받고 세계를 대표하는 17교육・연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과

학분야의 최첨단 연구에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차세대 이노베이터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mgen Scholars  
http://www.amgenscholars.com/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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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생】단기 교류 학생 

Amgen Scholars Program에 더해 학부・연구과 등 중에 섬머 프로그램 이나 인턴쉽등의 단기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단기 

교류학생을 받아 들이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간 학생교류 협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봐 주십시오. 

◪  

  

◪  

  

◪  

교토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Initiatives”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course (영어)  
교토대학 “Short-Term International Students”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short_term.html (영어) 
교토대학 “List of University-Level Student Exchange Agreement Partner Universities”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1/program/list_of_univ.html (영어) 



Ⅲ. 일본정부(문부 과학성: MEXT)장학금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분 장학금(월액) *1 
응모 방법 도일시기 

대학추천 대사관추천 4월 10월 

학부생*2 △＊3 ○ ○ × 
일본어·일본문화 연수 유학생 ○ ○ × ○ 

연구생（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143,000 엔 ○ ○ ○ △＊4 
석사 학생 전문직학생 144,000 엔 ○ ○ ○ △＊4 

117,000 엔 

박사 학생 145,000 엔 ○ ○ ○ △＊4 

도일전 

12월 장학금응모 

1월상순 각 대학원에 의한 전형 

1월하순 대학에 의한 전형 

2〜3월 문부 과학성(MEXT)에 의한 전형 

5월 채용 통지*1 

7〜9월 입국 수속 

도일후 

10월상순  일본에 입국 

  

연구생(비정규생) 

●   입학시험 준비 

●   전문분야의 연구 

대학원입학시험 

석사 전문직학생 또는 박사과정시작 

귀국 

석사 전문직학생 또는 박사과정시작 

* 입학전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합니다. 

*1 대학추천(특별전형)의 채용통지는 7월경입니다. 

일본정부(문부 과학성: MEXT*1)장학금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2016년5월1일 현재, 교토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2,091명 가운데 571명이 일본정부(문부과학성:MEXT*1)장

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MEXT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학생지원 기구(JASSO*2)나 외무성의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등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 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    
◪  

일본 학생지원 기구（JASSO）: http://www.jasso.go.jp/study_j/index_e.html 

일본외무성에 의한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 http://www.studyjapan.go.jp/ko/index.html 
  
☁ 장학금 등 (2017년 4월 현재) 

-  
-  
- 

검정료・입학금・수업료: 면제 

여비: 왕복 항공권 지급. 

장학금: 문부 과학성의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 

 

＊3  

 

＊4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경우는 월액 2,000엔 또는 3,000엔을 가산. 

교토대학에서는, 약학부(Faculty of Pharmaceutical Sciences)6년제 코스 및 의학부(Faculty of Medicine)의 경우, MEXT장학금유학생(학

부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학부 지구공학과 국제코스(Undergraduate International Course Program of Undergraduate School of Global Engineering, Faculty 

of Engineering)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일 시기는 4월입니다. 

대학추천에 의한 채용자(연구유학생)의 도일시기는 10월뿐입니다. 대사관추천에 의한 채용자는, 4월 또는 10월에 도일할 수 있습니다.   

  

☁  응모 방법 
입학 전에 응모할 수 있는 MEXT장학금의 응모 방법에는, 일본의 대학을 통해 응모하는 대학추천과, 대사관을 통해 응모하는 대사관추

천의 2종류가 있습니다. 본교의 MEXT장학금 유학생은 대부분 ‘대사관추천’에 의한 채용입니다. 

1) 대학추천 

대학추천으로는 연구생, 석사학생, 전문직 학생, 박사학생 후보자를 교토대학에서 심사하고 문부과학성에 추천합니다. 대학추천을 통해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지도를 희망하는 본교의 교수를 찾아, 해당교수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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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정부(문부 과학성: MEXT)장학금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도일전 

3월 장학금응모 

5〜7월 
대사관 주관의 1차 전형 

희망대학에 입학허가 의뢰*1 

10월 문부 과학성(MEXT) 주관의 2차 전형 

2월（〜7월）*2 채용 통지 

3월（9월）*2 입국 수속 

도일후 

4월상순（10월상순）*2 일본에 입국 

  

연구생(비정규생) 

●   일본어 교육 

●   입학시험 준비 

●   전문분야의 연구 
학사, 석사, 전문직학생 또는 박사과정시작 

* 입학전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합니다.  
입학시험 

학사, 석사, 또는 전문직학생 박사과정시작 

귀국 

2)  
 
 
 
 
◪ 

대사관추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모집 및 제 1차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사관추천’이라고 합니다. 대사관추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출신국의 가까운 재외 일본공관으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 교육부 주관 하에 모집 및 1차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응모 조건, 시기나 수속 등은 대사관추천의 경우와는 다릅니

다. 통상 중국 교육부 추천에 의한 채용자는 도일시기가 10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의 해당 관할청에 문의하십시오. 

일본외무성에 의한 ”Japanese Embassies, Consulates, and Permanent Missions Overseas” 
http://www.mofa.go.jp/about/emb_cons/over/index.html (영어) 

*1 차 전형 합격자로 본교의 교수로부터 “대학입학 허락서 Letter of Acceptance”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본교의 웹 사이트 등을 이용

하여 본인이 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를 찾은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을 취하십시오. 또한, 해당 교수

의 연락처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교수가 소속된 대학원사무실로 교수명을 명기하여 연락해 주십시오. 

필요서류(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1차 전형 합격증명서(원본) 

●  대학 입학허락서Letter of Acceptance(소정양식)  

●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 

●  기타 추가서류(지도교수나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 경우) 

 ◪   
 
◪   
 
◪  

교토대학 “Faculties and Graduate Schools” 
http://www.kyoto-u.ac.jp/en/faculties-and-graduate/ (영어) 
교토대학 “Activity Database on Education and Research” 
http://kyouindb.iimc.kyoto-u.ac.jp/view/index_e.html (영어) 
교토대학 “Research Information Repository” 
http://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locale=en (영어) 

*2 ( )는 석사학생, 전문직학생, 박사학생, 및 연구생이 10월에 도일하는 경우.  

   

☁ 국내채용 
이미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비유학생은 재적 대학을 통해서 문부 과학성 장학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국내채

용). 국내채용의 경우, 대학입학 전에 응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채용의 응모 시기는 11월경으로, 장학금 지급의 개시는 다음

해 4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토대학 입학 후에 소속 학부·대학원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국내채용의 응모 대상자 

응모자는, 이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응모시 학부 정규생 또는 연구생으로, 다음 해 4월 1일에 석사과정, 전문직학위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    응모시 석사과정, 전문직학위과정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정규생.    

주의： 2017년도 채용 공모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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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업료・장학금 제도 

수업료・수업료 면제  

☁학비 등 (2017년 4월 현재)   

     수업료·기타비용은 입학시 혹은 재학중에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검정료 입학금 수업료  *1 출원 서류 등에 의한 전형으로 응모할 경우는, 10, 000엔. 자세

한 사항은,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의 모집 요항을 확인해 주

십시오.   
학부   17,000엔 282,000엔 연액535,800엔 

대학원 30,000엔*1 282,000엔 연액535,800엔 
법과대학원 

(Law School) 
30,000엔 282,000엔 연액804,000엔 

연구생 9,800엔 84,600엔 월액29,700엔 

☁  

●  

●  

● 

납입시기 
검정료：입학원서 등 제출시에 납입한다. 

입학금：입학수속시에 납입한다. 

수업료：원칙적으로 4월, 10월의 2회에 나누어 납입한다. 

☁ 수업료 면제 
학부 및 대학원 정규생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하

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출원 수속에 대해서는, 학생과 장학 부서(掛) 및 소속 학부·연구과 등의 게시판 및 본교 웹 사이트에 공지하므로, 

희망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단, 채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 전에 충분한 비용을 준비하여 도일하도록 하

십시오. 

  

장학금 제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MEXT)장학금 외에,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 경쟁률이 높고 일부 장

학금을 제외하고는 장학금 신청은 입학후가 되므로 유학전에 충분한 자금준비가 필요합니다. 장학금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일본학생지원기

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 웹사이트에서 ‘Study in Japan’→ ‘Scholarships for Study in Japan’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jasso.go.jp/index_e.html (영어) 

☁ 외국정부에 의한 장학금 
교토대학에서는 각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학생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6년5월 현재, 교토대학은 인도네시아, 타

이, 중국, 쿠웨이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몽골의 외국정부에 의한 장학금을 수급하는 학생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응모 시기나 장학금 

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출신국의 해당 관할관청으로 문의하십시오. 

☁ 문부 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일본의 대학에 재학중인 사비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부유

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월액 48,000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습장려비의 응모는 통상 입학후, 대학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 Student Exchange Support Program (해외유학 지원제도(단기)장학금)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학생교류협정 등에 근거하여 해외로부터 일본으로 유학하는 교환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제

도입니다. 일본 체류중, 매달 80,000엔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의 신청은 교환 유학생 프로그램의 응모 서류를 재적대학을 통해서 교토대학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교환유학생이 직접 교토대학이나 JASSO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민간단체의 장학금 
민간단체의 장학금에는 소속대학을 통해서 응모하는 것과 장학단체에 직접 개인응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매년 유학생을 위해 약 60개의 각종 민간장학단체에 학내전형으로 선발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 1-2명 

정도를 채용하며, 월액 30,000-180,000엔 정도. 이 장학금들은 일반적으로 입학후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일부, 이미 합격이 결정된 입학 

예정자가 모집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적중인 학생은, 소속학부·대학원 사무실의 게시판 안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신청하십시오. 장학금 중에는, 일본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응모가 있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서 응모하는 장학금”21-22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개인응모에 의한 장학금 정보에 대해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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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비・주거・유학생지원 

생활비  

생활비는 주택비나 식비에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 일본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의 ‘일본유학

정보 2016-2017’에 의하면 긴키지방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의 생활비는 월 평균 86,000엔(수업료 제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http://www.jasso.go.jp/ko/study_j/sgtj.html  

  

주거 

교토대학에서는 유학생과 외국인연구자의 숙박시설로 교토대학 국제교류회관(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Houses)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

제교류회관의 수용인원 및 입주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본교 유학생은 본교의 일반학생 기숙사(일본인 학생과 함께 입주)나 공

공단체가 설치한 숙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학생의 대부분은 민간 아파트 등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 교토대학 국제교류회관 

본교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서 국제교류회관 (Shugakuin본관, Yoshida 국제교류회관, Uji분관, Ohbaku분관, Misasagi 

분관, 도합5관)이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4월과 10월로 연 2회입니다. 처음 일본에 와서, 1년 미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을 대

상으로 모집합니다. 모집은 입주시기의 3개월전(1월과 7월)이며, 입주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어느 경우도 연장은 인정되지 않

습니다. 

신청은 학부·대학원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요금 

요금은 장소나 방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예: Ohbaku분관의 경우) 

요금은 수도요금, 침구사용료, 인터넷 회선설비료를 포함합니다. 

● 단신용: 월액 11,900엔 

● 부부용: 월액 19,200엔 

● 가족용: 월액 24,300엔부터 

◪ 토대학 국제교류회관 
https://kuiso.oc.kyoto-u.ac.jp/housing/facilities/ko 

  

☁ 민간의 주거 
민간의 집을 찾을 경우는 일본에 도착 후, 교토대학 생활협동조합이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생활하고 싶은 지역의 집을 찾습니다.   

● 집세 

거주지역이나 방의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교토시내에서 빌리는 경우 일반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방에 가구는 

딸려있지 않습니다. 

● 단신용(부엌, 화장실 등 공동): 월액 25,000엔- 30,000엔  

● 단신용(부엌·화장실·욕실 포함): 월액 45,000엔- 

 
방을 빌릴 시, 일반적으로 방값 외에 레이킹(권리금), 시키킹(보증금), 중개수수료 등, 방값의 몇 개월분 정도의 돈과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 방찾기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  
  
◪  
  
◪  
  
◪  
  
◪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 “주거 정보” 
https://kuiso.oc.kyoto-u.ac.jp/housing/info/ko 
교토대학 생활협동조합  
http://www.s-coop.net/english/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방찾기 도움 웹 사이트“HOUSE navi” 
http://housenavi-jpm.com/  
유학생 스터디 교토 네트워크  
http://www.housingsearch.kyoto/ 
전국 택지 건물 거래업 협회 연합회 ”세입자를 위한 가이드 북” 
https://www.zentaku.or.jp/useful/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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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비・주거・유학생지원 

유학생지원  

  

☁ 일본어교육 
모든 유학생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토대학 국제고등교육원부속 일본어·일본문화 교육

센터 (Education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1)전 학년 공통과목「일본어」수업과(2)그 외의 일본어 학습지

원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의 전 학년 공통과목 「일본어」수업의 대상자는 본교의 정규학생,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유

학생, 교환유학생이면서 특별청강생, 일한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생 입니다. (2)는(1)이 이수 불가능한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2), 그 외의 일본어 학습지원강좌의 일환으로 「일본어 입문 코스」를 2 코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취득이 목적이 아니

라 학습・연구생활의 수행을 위해서 최저한 필요한 일본어를 습득하고 싶은 학습자 용 코스입니다. 전기(춘계)는 4월부터 8월, 후기

(추계)는 10월부터 2월까지 입니다. 수강신청은 연 2회 3월과 9월의 중순쯤에 국제고등교육원 웹사이트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페이

지 (아래의 URL)를 확인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국제고등교육원 웹사이트에는 강좌내용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별과와 같이 일본어코스만을 수강할 수 없으며, 일본어 여름 집중클래스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  웹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교토대학 국제고등교육원부속 “Japanese Language Classes” 
   http://www.z.k.kyoto-u.ac.jp/introduction/education-center-for-japanese/japanese-language-classes/?locale=en (영어)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일본어 교육을 유학생의 가족이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려면 아래 교토

시 국제교류협회나 교토 부 국제 센터의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십시오. 

● 학외의 일본어 교육 

◪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http://www.kcif.or.jp/kr 

◪ 교토부 국제센터 

     http://www.kpic.or.jp/korean/ 

  

☁ 튜터 제도 
유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대학원생 등이 유학생의 학습·연구·일상생활에 관해 조언이나 협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생 및 일부 비정규생으로서, 그 지도교수가 튜터에 의한 개별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합니다. 

상세한 것은 입학 결정 후, 소속학부·대학원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학내상담창구 
교토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상담내용은 비밀이 엄수되며 요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Student Lounge ‘KI-ZU-NA’) 및 교토대학 교육 추진·학생지원부동내에 있는 유학생 상담실에

서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장학금 등의 수속상 문제, 사고, 성희롱 등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학생을 위해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한 학생종합 지원센터 카운셀링 룸(General Student Support Center Counseling Office)

도 있습니다. 

  

☁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Student Lounge ‘KI-ZU-NA’)는, 교토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유학생

과 일본인학생 및 교직원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2002년 봄에 개관했습니다. 

건물 내에는 자습이나 언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룸, 일본어학습 교재나 DVD·외국서적 등을 빌릴 수 있는 독서실, 그리고 음

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오디오룸이 있습니다. 

또, 'KI-ZU-NA'에서는 매월 1회 이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간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facilities/kizun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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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자・재류자격・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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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류자격・기타 정보 

☁ 비자･재류자격  

◈ 입학시험을 위한 ‘단기체재’ 비자 

 

입학시험을 수험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자국의 재외 일본국 공관에서 입국목적을 반드시 ‘수험을 위해’라고 신청하여 ‘단

기체재’ 비자를 취득하십시오. 이 비자로는 수입이나 보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입학을 위한 ‘유학’ 비자  

● 신규 입국의 경우 

합격자는 본교가 발행한 입학허가서 또는 합격통지서, 여권, 관계서류를 재외 일본국 공관에 제출하여 ‘유학’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International Service Office)에서는, 소속 학부·대학원 사무실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교토대학에 입

학이 결정된 입학 예정자 및 그 가족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대리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소속 학부·대학

원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대사관 추천 등의 국비 유학생 및 대학간 학생 교류 협정에 근거하는 교환 유학생에 대해서는, 서

비스 오피스에서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대리 신청 취급은 없습니다.  

◪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https://kuiso.oc.kyoto-u.ac.jp/visa/about/ko 

● 이미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입학수속시의 재류자격이 ‘유학’이 아닌 경우(‘단기체재’ 등)는 입학결정 후에 입국관리국에서 ‘유학’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재류 카드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할 예정인 외국인 주거자에게는 재류 카드가 발행됩니다. 재류 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치토세, 나리타, 하네다, 츄부,  

간사이, 히로시마 및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는 입국심사 시에 상륙허가와 함께 교부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

우, 거주지구의 관공서에 일본 거주지 신고를 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재류 카드가 배송됩니다. 재류 카드는 항상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지의 신고 (주민등록)  

3개월 넘게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입국하고나서 14일 이내에 거주지구의 관공서에서 거주지 등록(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일본에3개월을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은, 일본의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재류 자격이 ‘단기 체재’ 혹은 ‘유학(재류 기간 3

개월) ’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오기 전에 여행보험 등에 가입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수속은 거주지의 시(구) 관공서·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신청 후에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상이나 병을 

치료할 시, 병원 접수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 적용 범위내의 의료비에 대해서 30%만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족의 유무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교토시에 살고 있는 단신 유학생의 경우 연간 약 18,000엔

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유학생은 사전에 ‘자격외 활동허가’를 입국관리국에서 받은 경우에 한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①  
②   
 

③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재류 자격이 ‘유학’인 유학생의 노동가능시간은 일률적으로 1주일에 최대 28시간(장기 휴가중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주 40시간의 범

위내라면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입니다.  
풍속영업 등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Ⅶ. 자료 

대학을 통해서 응모하는 장학금     

유학생대상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이 ‘유학’인 자만이 응모,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유학’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는, 장학금 수급자격이 상실되며, 수급을 사퇴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채 계속 지급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래 일람표는 교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각종 장학단체 중, 교토대학의 학내심사로 뽑힌 유학생의 서류를 장학단체에 송부하는 장

학금에 대하여, 2017년 3월 현재의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해에 따라 변경이 있으므로 주의해주십시오. 

또한, 모집마감은 장학단체의 마감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내선고로 인해 여러분이 소속된 학부·연구과의 마감일은 장학단체의 마감일보다 

1개월 이상 빨라집니다. 또한, 이하의 장학금 중에는, 일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토대학에는 유학생의 장학금 응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예:원칙적으로 한번에 두 개 이상의 장학금에 응모/수급할 수 없는 규

정 등). 장학금의 응모 규칙이나 상세에 대해서는 소속 학부·연구과 사무실 또는 국제교육교류과 (International Education and Student 

Mobility Division) 장학금담당으로 문의하십시오. 

개인이 응모할 수 있는 장학금에 관해서는 ‘사비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P.17을 참조하십시오.  

◪ 통해 모집하는 장학금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students2/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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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S 

JASSO 

JLPT 

JLTC  

…Japan Educational Exchanges and Services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Japanese Language Teaching Competency Test 

*1 일본어능력 

▲:특별히 요구하지 않음 

○: 커뮤니케이션 능력필요. 재단에 의한 면접을 일본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능력이 필요  

E : 영어로 응모가능  

No.  장학금명 등  
지급 대상(개략)  

추천 인원수 
월액지급액

（엔） 
수급 기간  

일본어
능력*1 

장학단체
의 마감시

기  
출신지역, 전공 분야등 학년(연령제한) 

1 AEON Scholarship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
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방글
라데시 출신. 종교학, 정치학을 제외한 전분야. 

학부(30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6 
월액 (100,000)  

& 수업료 
학부: 최장4년 
석사: 최장2년 

○ 4월 중순  

2 SGH Scholarship Foundation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3학년・Medical전공 학부5학년(26세 이하). 
석사1학년・박사2학년・Medical(약학)전공 박사3학년(34세 이하). 

학부： 1 
석사・박사： 

1名                             

100,000 2년 ○ 4월 중순  

3 Yamaoka Scholarship Foundation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자.  
Engineering, Agriculture. 

석사1학년・박사2학년 
(34세 이하) 

2～3 100,000 2년 ○ 4월 중순  

4 
International Research Exchange 
Foundation for Japanese Studies 

일본문화을 연구 테마로 하는 인문계 전공자. 박사 1 120,000 최장3년 ● 4월 하순  

5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Scholarship 

Engineering 석사1학년 1 100,000 2년 ○ 4월 하순  

6 
Hashimoto Jun Memorial 
Scholarship  

동아시아지역 출신의 인문과학분야 전공자. 학부・석사・박사 소수 100,000 최단 수업 연한 ○ 4월 하순  

7 Hashiya Scholarship Foundation 인도네시아 출신자. 학부・석사・박사・연구생 2 100,000 최단 수업 연한 ○ 4월 하순  

8 Kashiyama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 태평양지역 출신자. 
석사1학년(29세 이하) 
박사1～2학년(34세 이하) 

1 120,000 최장2년 ○ 4월 하순  

9 SEI Group CSR Foundation 
이공계(electr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aterial sciences, chemistry 또
는 physics). 

석사1학년 1 100,000 2년 ○ 4월 하순  

10 Nishimura Scholarship Foundation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서남 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2～3학년・석사1학년・

박사1학년 
1～2 120,000 최장3년 ○ 

4월 하순  
10월 하순  

11 Korean Scholarship Foundation 한국 또는 북한 출신. 
학부2～4년(29세 이하) 
석사・박사(39세 이하) 

학부： 1 
석사・박사： 

3 

학부： 25,000 
석사： 40,000 
박사： 70,000 

학부・석사： 
1년 

박사：최장2년 
○ 5월 상순 

12 Ajinomoto Scholarship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 출신자.  
식, 영양, 보건분야. 

석사・박사(29세 이하) - 150,000 최장2년 E 5월 중순  

13 
JEES Docomo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 

남아시아・동아시아·동남아시아지역 출신의 통
신·정보처리기술분야전공자. 

석사1학년 6 120,000 2년 ○ 5월 중순  

14 Fuji Seal Packaging Foundation Engineering 학부3학년 1 100,000 2년 ▲ 5월 중순  

15 
Bai Xian Asia Institute Asian Future 
Leaders Scholarship Program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의 
지정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자. 

(34세 이하) 
입학 예정자(석사・박사) 

10 25,000 USD/해 2년 E 5월 중순  

16 
Kyoto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張鳳俊 Scholarship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2학년이상 ・석사・박사 1 50,000 1년 ○ 5월 중순  

17 

JEES Scholarship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riority Countries) 

유학생이 적은 우선국 출신자.   1 50,000 최장2년 ○ 5월 중순  

18 JEES JLPT Scholarship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합격자. 
일본어지도자양성에 밀접한 분야(일본어학, 일
본문학등)을 전공. 

  - 50,000 최장2년 ● 5월 중순  

19 JEES JLTC Scholarship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JLTC)합격자   - 50,000 최장2년 ● 5월 중순  

20 
Mitsubishi UFJ Trust Scholarship 
Foundation 

동남아시아 출신자.  
Law, Econ., Sci., Eng., Agri., Energy Sci., Info., 
Biostudies,  Global Environ. Studies, Law 
School, Gov. 또는 Management.  

학부(31세 이하) 
석사・박사(38세 이하) 

학부： 1 
석사・박사： 

2 

학부：70,000 
석사・박사：

100,000 
최단 수업 연한 ○ 5월 하순  

21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학부･석사･박사･연구생.   - 48,000 1년 E 5월 하순  

22 JGC-S Scholarship foundation 
이공계(의학 및 약학을 제외). 
중근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권, 동남아시아 
및 메콩강의 산유, 산가스국 출신자. 

석사・박사(34세 이하) - 150,000 1년 ▲ 5월 하순  

23 
Murata Overseas Scholarship 
Foundation 

Law, Economics, 또는 Engineering. 학부2학년이상 ・석사・박사 5 150,000/1년 1년 ○ ７월 상순 

24 KDDI Foundation 법률·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분야에 있어서 석사・박사(35세 이하) 6 100,000 6 개월 또는 ○ 8월 상순 

(2017년3월 현재) 



Ⅶ. 자료 

No.   장학금명 등  
지급 대상(개략)  

추천 인원수 
월액지급액

（엔） 
수급 기간  

일본어
능력*1 

장학단체의 마
감시기  출신지역, 전공 분야등 학년(연령제한) 

25 
The Konosuke Matsushita 
Memorial Foundation Scholarship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이해」혹은 「자연과 인
간과의 공생」에 대한 연구테마. 서아시아, 중
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라
틴아메리카 출신자. 

석사(10월 입학) 4 

월액 120,000엔 및 
입학금(상한선 

300,000엔)및 수업
료(상한선 600,000

엔), 도항비 

최장2년 ○ 8월 상순 

26 
Sato Yo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중국·한국·대만을 제외한
다). 

학부・석사・박사 - 
학부：150,000 
석사・박사：

180,000 
2년 ○ 

8월 하순 / 
1월 상순 

27 
The Uehara Memorial Foundation 
Scholarship 

Biostudies, Medicine, Pharmaceutical Science.  석사・박사 1 150,000 최장2년 ▲ 9월 상순 

28 
Kashiyama Scholarship Foundation  
(Study Grant)  

박사, 오버닥터 1학년.   1 
100,000 (1년치 

일괄 지급)   ○ 10월 중순  

29 
Rotary Yoneyama  
Memorial Foundation Inc.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학부3학년이상 ・석사・박사2
학년이상(44세 이하) 

9 
학부： 100,000 
석사・박사：

140,000 
최장2년 ○ 10월 중순  

30 
Fujii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25세 이하) 
석사(30세 이하) 
박사(35세 이하) 

10 50,000 최단 수업 연한 ○ 10월 하순  

31 Heiwa Nakajima Foundation 학부･석사･박사.   
학부： 1 

석사・박사： 1 
100,000 1년 ○ 10월 하순  

32 
Watanuki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 태평양지역출신자.  
국적·남녀수의 비율을 고려함. 

석사・박사 3 150,000 
1년 (계속·재
응모 가능) ○ 10월 하순  

33 
JGC-S (Nikki-Saneyoshi) 
Scholarship Foundation (Type Ⅱ) 

이공계(농학을 포함하고, 의학 및 약학을 제
외). 

학부・석사・박사・연구생 4 
250,000 (1년치 

일괄 지급)   ○ 11월 중순  

34 Horita Scholarship Foundation 학부・석사・박사.   2 80,000 최장2년 ○ 11월 하순  

35 
JEES Toyota Tsusho Corporation 
Scholarship 

사회과학(Law, Econ.) , 인문과학, 이학·공학전
공.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학부3년・석사・박사 4 100,000 2년 ○ 12월 상순 

36 JEES JT Asia Scholarship 아시아지역 출신자.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석사・박사(34세 이하) 2 150,000 최장2년 ○ 12월 상순 

37 
Otsuka Toshimi Scholarship 
Foundation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Medic., Pharm. Sci., Eng.(다만 의학, 약학에 관
련된 깊은 분야), Business Manage. 

(38세 이하) 
Medicine, Pharm. Sci., & 
Eng.： 박사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박사 

Medicine & 
Pharm. Sci.： 

1 
Eng.& Business 

Manage.：2 

1,000,000, 
1,500,000, 또는 
2,000,000/1년 

1년 E 12월 상순 

38 
Epson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자. 
Engineering 

석사・박사(34세 이하) 1 100,000 최장2년 ○ 12월 중순  

39 
Kawashima Shoji Memorial 
Scholarship  

학부3～4학년, 석사, 박사.   1 100,000 최장2년 ○ 12월 중순  

40 JEES Seiho Scholarship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3학년・석사１학년 2 100,000 2년 ○ 12월 중순  

41 
Seiw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출신자.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학부(29세 이하) 
석사・박사(34세 이하) 

학부： 1 
석사・박사： 

1 

학부： 80,000 
석사・박사： 

100,000 
2년 ○ 12월 하순  

42 

The Asi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cholarship 
Interchange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29세 이하) 
석사・박사(34세 이하) 

- 
학부・석사： 

60,000 
박사： 70,000 

1년 ○ 1월 중순  

43 
Ichikaw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남아시아를 포함). 
재적 잔여기간이 2년이상인 자 우선. 

학부・석사・박사(34세 이하) 3 100,000 2년 ○ 1월 중순  

44 Yasuda Scholarship Foundation 
Law,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or 
Commercial Science분야. 

학부2학년 2 100,000 최장3년 ○ 1월 중순  

45 Kyoritsu International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로, 재적 잔여기간이 2년이
상인 자. 

학부・석사・박사 
학부： 1 

석사・박사： 
1 

학부： 60,000, 
또는 100,000 
석사・박사： 

100,000 

2년 ○ 1월 하순  

46 
JEES Mitsubishi  
Corporation Scholarship 

국적의 비율을 고려함. 학부3학년이상・석사・박사 5 
학부： 100,000 
석사・박사：

150,000 
최단 수업 연한 E 1월 하순  

47 
Lotte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석사・박사(35세 이하) 2 180,000 2년 ● 1월 하순  

48 
Kamenori Foundation 
Asian Graduate Scholarship 

중국, 대만,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
가포르, 타이, 베트남 출신. 인문과학계 및 사
회과학계 분야. 

석사1학년・박사1학년 1 200,000 최단 수업 연한 ○ 2월 상순 

49 Tatsunoko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2학년이상・석사・박사
(35세 이하) 

학부： 1 
석사・박사： 1 

100,000 2년 ● 2월 상순 

50 Hattori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동남아시아 우선). 
일본어능력검정 1급. 

학부(29세 이하) 
석사(34세 이하) 
박사(39세 이하) 

1 100,000 2년 ● 2월 중순  

51 
Yuasa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자.  석사・박사 1 100,000 1년 ○ 2월 중순  

52 JEES MHI Global Scholarship 
아시아지역 출신자 (한국 국적우선). 
이공계분야(Mechanical, Electrical or 
Electronic Engineering등). 

학부3～4학년・석사 2 
월액 (80,000) &  
1년치 일괄 지급 
(400,000/해） 

2년 ○ 2월 하순  

53 
Rotary Club of Kyoto Rakuchu 
Rakuchu Kirita Scholarship 

동남아시아지역 출신자 (중국·대만·한국을 제
외한다. 중국(몽골지역), 중동, 근동은 가능). 

석사・박사 1 100,000 1년 ○ 2월 하순  

54 
Kato Asao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아시아지역 출신자.  
석사(35세 이하) 
박사2～3학년(40세 이하) 

2 
석사：130,000 
박사：150,000 

최장2년 ● 3월 상순 

55 

Kobayashi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General 
Scholarship)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3학년이상・석사・박사
(35세 이하) 

학부：1 
석사・박사： 

2 

학부：150,000 
석사・박사：

180,000 

학부・석사： 
2년 

박사： 3년 
○ 3월 상순 

56 
Kobayashi Int’l Scholarship 
Foundation (Special Study Grant) 

Pharmaceutical Science관련분야, 아시아지역 
출신자.  

학부3학년이상・석사・박사
(35세 이하) 

2 200,000 최장5년 ○ 3월 상순 

57 Teijin Scholarship Foundation 
Medicine, Pharmaceutical Sciences, 
Bioscience, Science, Engineering, 또는 
Informatics. 

석사1학년・박사１학년 
석사・박사：  

각1명  
석사： 50,000 
박사： 60,000 

최단 수업 연한 ▲ 
석사:3월 중순/ 
박사:9월 하순  

58 
JEES Ishibashi Foundation 
Scholarship 

미술사전공.  
입학 예정자(석사・박사・연
구생) 

- 150,000 2년 ▲ 
3월 중순 / 
6월 하순  

59 Asahi Glass Scholarship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국적. 석사1학년・박사1～2학년 
지정국에서 

각1명  
100,000 최단 수업 연한 ▲ 3월 하순  

60 
The Asian Development Bank - 
Japan Scholarship Program 

아시아지역의 ADB차관국 출신으로, 2년 이상
의 취업경험자. Engineering, Agriculture, 
Global Environment, Business Management
의 지정 코스 입학자. 

(34세 이하)입학 예정자(석
사) 

소수 
월액(147,000),  

도항비, 수업료등 
2년 E 

지정코스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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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료 

캠퍼스  

 교토대학에는 "Yoshida", "Uji", "Katsura" 3개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1. Yoshida Campus 

 
창립이래 교토대학의 중추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창립기의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로부터 최첨단 연구소까지 여러가지 시설들

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최첨단의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Uji Campus 

 
1949년에 세워진 캠퍼스입니다. 현재는 주로 자연과학·에너지계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최신 연구시설이 모인, 기술 

개발의 최첨단 지역입니다. 

3. Katsura Campus 

 2003년10월에 개설된 3번째 캠퍼스입니다. 기술과 과학이 융합하는 새로운 연구 교육의 장인 “Techno-Science Hill”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도    

   

 교토부의 지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교토역까지의 교통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  

https://kuiso.oc.kyoto-u.ac.jp/resources/acces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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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입학 희망자로부터 자주 있는 질문 

  

Q. 교토대학에 입학하고 싶으니 자료와 원서를 보내주십시오. 

A. 교토대학의 입학시험은 학부나 대학원연구과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본인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대학원을 정하여 그 학부·대학원 사
무실로 문의하십시오. 

  

Q. ○○학부 (또는 대학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A. 학부·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학부·대학원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부·대학원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Q. 교토대학의 강의언어는 무엇입니까?  

A. 영어에 의한 학위취득 코스를 제외하고, 수업이나 시험은 보통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부 전문직학위과정나 석사과정에 입학
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시에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유학생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토대학 국제고등교육원부속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
터 (Kyoto University Education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 본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를 대상일본어수업을 제공
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본어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터의 일본어수업에 관해서는, 19쪽
을 참조하십시오. 

  

Q. 교토대학의 교수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A. 어느 교수의 전문분야가 본인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도를 받을 학생 자신입니다. 본교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교수를 찾고 email등을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교수의 연락처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교수가 소속된 대학원사무실로 교수명을 명기하여 연락해 주십시오. 

◪  
◪  
◪ 

교토대학 “Faculties and Graduate Schools”: http://www.kyoto-u.ac.jp/en/faculties-and-graduate/ (영어) 
교토대학 “Activity Database on Education and Research”: http://kyouindb.iimc.kyoto-u.ac.jp/view/index_e.html (영어) 
교토대학 “Research Information Repository”: http://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locale=en (영어) 

  

Q. 교토대학에는 교환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A. →13쪽을 참조하십시오. 

  

Q. 교토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A. 교토대학에는 일본어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학준비로서 일본어학습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본어학교 등을 이용하십시오. 

  

Q.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A. →18쪽을 참조하십시오.  
  

Q. 교토대학 국제교류회관에 입주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A. →18쪽을 참조하십시오. 

  

Q. 교토대학에 유학하기 위한 장학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A. →17쪽을 참조하십시오. 

  

Q. 문부과학성장학금(대사관 추천)을 신청중이므로 교토대학으로부터 입학허락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16쪽을 참조하십시오. 

  

Q. 일본유학을 위한 일반정보 

입학 희망자로부터 자주 있는 질문    

교토대학에 유학을 하기 위한 일반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학생을 위한 유학 안내 ”Why Kyoto University?”: http://www.opir.kyoto-u.ac.jp/study/en/ 
이 책자의 PDF판은 상기의 사이트（“Home”에서“Admissions Guide for International Applicants” 를 클릭）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  
  
◪  
  
◪  
 

일본외무성에 의한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ko/index.html 
‘Study in Japan’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http://www.g-studyinjapan.jasso.go.jp/ 
아시아 학생문화협회에 의한 ‘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ko/ 

◪  
  
◪  
  
◪  
 

교토부 국제센터 
http://www.kpic.or.jp/korean/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http://www.kcif.or.jp/kr/ 
교토 유학사이트 
https://www.studykyoto.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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