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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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