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입학 희망자로부터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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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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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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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