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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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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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