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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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