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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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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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