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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대학
(2019년 5월 현재)

해외 협정교

해외 거점

30,750
학생 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

1886-2020

1,100
유학생 수

740
교원 수

680
정규 직원 수

현실의 과제에 맞서 “고동 (考動)” 을 
사회에 환원하는 전 13개학부

대학

■법학정치학과

법학부

■인간건강학과
스포츠와 건강코스 / 복지와 건강코스

인간건강학부

■종합정보학과

종합정보학부

■안전매니지먼트학과

사회안전학부

■수학과　■물리・응용물리학과 기초・계산 물리코스 / 응용 물리코스

■기계공학과 기계과학코스 / 기계시스템코스

■전기전자정보공학과 전기전자공학코스 / 정보통신공학코스 / 응용정보공학코스

시스템이공학부

■건축학과　
■도시시스템공학과 도시인프라디자인코스 / 사회시스템계획코스

■에너지・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코스 / 환경화학코스

환경도시공학부

■화학・물질공학과 재료과학코스 / 응용화학코스 / 바이오분자화학코스

■생명・생물공학과 생명과학코스 / 생물공학코스

화학생명공학부

■종합인문학과
영미문학영어학전수 / 영미문화전수 / 국어국문학전수 / 철학윤리학전수 /비교종교학전수 /  
예술학미술사전수 / 프랑스학전수 / 독일학전수 / 일본사・문화유산학전수 / 세계사전수/
 지리학・지구환경학전수 / 중국학전수 / 교육문화전수 / 초등교육학전수 / 심리학전수 / 정보문화학전수 / 
영상문화전수 / 문화공생학전수 / 아시아문화전수

문학부

■경제학과
경제이론전수 / 금융 ・ 회계전수 / 공공경제전수 / 역사 ・ 사회전수 / 산업・기업경제전수 / 국제경제전수 /
통계 ・ 정보처리전수

경제학부

■상학과
유통전수 / 파이낸스전수 / 국제비즈니스전수 / 매니지먼트전수 / 회계전수

상학부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 심리학전공 / 미디어전공 / 사회시스템디자인전공

사회학부

■정책학과 국제정치경제전수 / 정치・정책전수 / 지역・행정전수 / 조직・경영전수

■국제 아시아법 정책학과

정책창조학부

■외국어학과

외국어학부

대학원
최신의 교육환경과 연구체제로 배울  수 있는 13개연구과 및 
2개의  전문직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법학・정치학전공

법학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문화교섭학전공

동아시아문화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거버넌스전공

法学部거버넌스연구과

[석사과정］　심리학전공/심리 임상학전공(설치 신청중)
[박사과정］　심리학전공

심리학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방재・감재전공

사회안전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인간건강전공

인간건강연구과

법과대학원(법무연구과 법조양성전공)
법학 미수자(3년 수료) 코스/법학 기수자(2년 수료) 코스

法学部회계전문직대학원(회계연구과 회계인양성전공)

［석사과정］
종합인문학전공　 영미문학영어학전수 / 영미문화전수 / 국문학전수 / 철학전수 / 예술학미술사전수 / 

일본사학전수 /세계사학전수 / 독일문학전수 / 프랑스문학전수 / 중국문학전수 /   
지리학전수 /교육학전수 / 문화공생학전수 /  영상문화전수

［박사과정］
종합인문학전공　영미문학영어학전수 / 국문학전수 / 철학전수 / 사학전수 / 독일문학전수 / 프랑스문학전수 / 

 중국문학전수 / 지리학전수 / 교육학전수

문학연구과

［ 석사과정］［ 박사과정］　경제학전공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상학전공

상학연구과

［석사과정］［박사과정］
사회학전공 / 사회시스템디자인전공 / 매스–커뮤니케이션학전공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사회정보학전공 / 지식정보학전공　［박사과정］종합정보학전공

法学部종합정보학연구과

［석사과정］
시스템이공학전공　수학분야 / 물리・응용물리학분야 / 기계공학분야 / 전기전자정보공학분야
환경도시공학전공　건축학분야 / 도시시스템공학분야 / 에너지・환경공학분야
화학생명공학전공　화학・물질공학분야 / 생명・생물공학분야
［박사과정］
종합이공학전공　수학분야 / 물리・응용물리학분야 / 기계공학분야 / 전기전자정보공학분야 / 건축학분야 /

 도시시스템공학분야 / 에너지・환경공학분야 / 화학・물질공학분야 / 생명・생물공학분야

이공학연구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외국어교육학전공

외국어교육학연구과

오사카

인도네시아
1

http://www.kansai-u.ac.jp/Kokusai/korean/department/agreement.php

http://www.kansai-u.ac.jp/Kokusai/
korean/research/overseasbas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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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봄학기 입학(4월 입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대 학

■지원자격(9월 모집/11월 모집 공통)　아래�(1)~(4)의�모든�조건을�충족하는�자

(1)외국�국적을�보유하는�자.

(2)�외국에서�통상�과정에�의한�12년의�학교�교육을�수료한�자.�또는�수료�예정인�자(월반�등으로�12년째의�과정을�12년�미만으로�수료한�자를�포함).

※�이외에도�상기의�학교�교육과정을�수료한�자�또는�수료�예정자로서�지원이�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입학시험�요강’�3페이지의�

지원자격을�확인하십시오.

(3)일본유학시험�중�각�학부가�지정하는�시험에서�각�학부가�지정하는�과목을�응시한�자.

【9월 모집】
〈법학부〉◆2019년도�제1회(6월�실시)

〈문/사회/종합정보학부〉◆2018년도�제2회(11월�실시)�◆2019년도�제1회(6월�실시)

〈경제학부〉◆2017년도�제2회(11월�실시)�◆2018년도�제1회(6월�실시)�◆2018년도�제2회(11월�실시)�◆2019년도�제1회(6월�실시)

【11월 모집】
◆2019년도�제1회(6월�실시)�◆2019년도�제2회(11월�실시)

�(4)각�학부가�지정하는�외국어�검정시험�점수�또는�등급을�제출할�수�있는�자.

〈문/경제/상/사회/인간건강학부만�해당〉
　　※과거�2년�이내에�취득한�것이�해당됩니다.�TOEFL�ITP®�테스트�및�TOEIC® L&R�IP�테스트는�해당�되지�않습니다.

■입학 검정료　　35,000엔

■모집 학부・학과(전공)・모집 시기・전형 방법・시험・시험장소 등 (2020년 4월 입학)

모집�학부 모집�시기 전형�방법 시험

학부 학과 9월 11월 일본유학시험(EJU) 영어검정시험(어느�하나를�제출) 본교의�독자시험 시험장소

법학부 법학정치학과 ○ ○ 일본어※2/종합과목 － － －

문학부 종합인문학과 ○ ○ 일본어※2/종합과목

Cambridge�English,�실용영어기능검정,�
국제연합�공용어�영어검정시험,�IELTS(아
카데믹�모듈에�한함),� TOEFL� iBT®,�
TOEIC®L&R

면접

센리야마�캠퍼스

경제학부 경제학과 ○ ○
9월�모집:�일본어※2�

11월�모집:�일본어※2/종합과목
TOEFL�iBT®�또는�TOEIC®�L&R

��9월�모집:면접　　　　　　　
11월�모집:　ー

상학부 상학과 ー ○ 일본어※2� TOEFL�iBT®�또는�TOEIC®�L&R 면접

사회학부※1

사회학과(사회학�전
공,�심리학�전공,�미
디어�전공,�사회시스
템디자인�전공

○ － 일본어※2/종합과목
IELTS�3.5�이상(아카데믹�모듈에�한함),�
TOEFL�iBT®37점�이상,�TOEIC®L&R�
420점�이상

면접

정책창조학부 정책학과,�국제아시
아법�정책학과 － ○

일본어※2�종합과목/수학(코스1)/이과(물리/
화학/생물에서�2과목�선택)에서�1과목�선
택

－ － －

인간건강학부 인간건강학과 － ○ 일본어※2/종합과목 TOEFL�iBT®�또는�TOEIC®�L&R 면접 사카이캠퍼스

종합정보학부 종합정보학과 ○ － 일본어※2/종합과목 －
소논문(100점)/

면접
다카쓰키캠퍼스

사회안전학부 안전매니지먼트학과 － ○
일본어※2/수학(코스2)/종합과목�또는�이과
(물리/화학/생물에서�2과목�선택)

－ －

－

시스템이공학부

수학과,�물리·응용
물리학과,�기계공학
과,�전기전자정보공

학과

－ ○ 일본어※2/수학(코스2)/이과(물리/화학) － －

환경도시학부
건축학과,�도시시스
템공학과,�에너지·
환경공학과

－ ○ 일본어※2/수학(코스2)/이과(물리/화학) － －

화학생명공학부

화학물질공학과

－ ○

일본어※2/수학(코스2)/이과(물리/화학)

－ －

생명·생물공학과
일본어※2/수학(코스2)/이과(물리/화학/
생물에서�2과목�선택)

■모집 시기/지원 기간/시험일/합격 발표일 등(2020년 4월 입학)

모집�시기 지원�기간(데이터�등록�•입학�검정료�납입�•서류�송부<필착>) 시험일 합격�발표일

9월�모집 2019/9/5(목)~2019/9/13일(금) 2019/10/20(일) 2019/10/25(금)
11월�모집 2019/11/18(월)~2019/11/25일(월) 2020/1/12(일) 2020/1/17(금)

※1�사회학부에�지원할�때는�지망�전공을�제4지망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
※2�일본유학시험�중�‘일본어’는�서술형�문제가�포함됩니다.

■2019년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9월 모집) 결과

학부 지원자 합격자

법학부 42 4

문학부 19 6

경제학부 38 18

사회학부 35 13

종합정보학부 45 5

합계 179 46

(단위:�명)
■2019년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11월 모집) 결과

학부 지원자 합격자

법학부 56� 8

문학부 36 10

경제학부 52 13

상학부 79 29

정책창조학부 85 12

인간건강학부 17 3

사회안전학부 6 4

시스템공학부 96 26

환경도시공학부 44 16

화학생명공학부 66 23

합계 537 144

(단위:�명)

종합정보학부에서는�6월�모집(가을학기�입학)도�실시하고�있습니다.
외국어학부는�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을�실시하지�않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간사이�대학�입학시험정보�종합사이트�'Kan-Dai�web’의�‘입시�정보’(다양한�입시)�
페이지의�입시�요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학시험 요강
자세한�내용은�입시�

요강을�참조하십시오.

다양화 시험
자세한�내용은� “입학

시험”�사이트를�확인

하시기�바랍니다.

■지원에서 입학까지의 STEP

②입학�검정료�납입

⑮간사이�대학에�입학

⑦입학시험�응시

⑨�입시�결과�조회시스템‘간다이�PASS’에서�확인

⑭재류자격의�취득�및�변경에�관한�수속

⑪입학금/등록금/기타�비용�납입

③필요�서류�우송

④응시�허가서�발행�신청　※�해외�거주자로�일본에�오는�자에�한함

⑥응시�허가서�발행　※응시�허가서�발행�신청자에�한함

⑬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입학�허가서�송부　※희망자에�한함

⑫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대리�신청�수속　※희망자에�한함

⑤필요한�서류�수령

⑧합격자�발표

입학 지원자 간사이 대학

①�인터넷으로�지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대리�신청�희망�유무�입력)

⑩�(이하�합격자에�한함)합격통지서�수령

https://www.nyusi.kansai-u.ac.jp/admission/
ao/youkou_foreigner/index.html

https://www.nyusi.kansai-u.ac.jp/admission/
a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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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465,000 465,000 930,000 1,140,000 1,140,000 1,140,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752,000 465,000 1,217,000 1,167,000 1,147,000 1,147,000

※※시스템이공/환경도시공/화학생명공학부에서�수업�연한(8학기)을�초과하여�재학할�때는�1학기당�학비가�762,000엔(연간�1,524,000엔)�필요합니다.�이에�더불어�별도의�기타�비용이�필요합니다.
(주)�·기타�비용은�위탁에�의해�징수하고�있지만�개정될�수�있습니다.
������ ·간사이�대학�유학생�별과를�수료한�자가�학부에�진학하는�경우�또는�본교�유학생�별과에�재학하는�학생이�수료를�기다리지�않고�계속해서�학부에�진학하는�경우는�입학금(입학�등록금)이�반액이�됩니다.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465,000 465,000 930,000 1,060,000 1,060,000 1,060,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752,000 465,000 1,217,000 1,087,000 1,067,000 1,067,000 

법/문(초등교육학전공/심리학전공 이외)/경제/상/사회학부� (단위:엔)

종류별

종류별

구분

구분

연차(연도)

연차(연도)

문학부　초등교육학전공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465,000 465,000 930,000 1,060,000 1,070,000 1,070,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752,000 465,000 1,217,000 1,087,000 1,077,000 1,077,000

문학부　심리학전공� (단위:엔)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475,000 475,000 950,000 1,080,000 1,080,000 1,080,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762,000 475,000 1,237,000 1,107,000 1,087,000 1,087,000

정책창조학부

※스터디�어브로드�프로그램을�통한�유학�기간�중(원칙적으로�2년차)의�본교�등록금은�전액�감면됩니다.�기타�비용의�금액·납입�시기는�예정�시기이며,�변경될�수�있습니다.�스터디�어브로드�프로그램에�관한�경비(유학처의�학비�포함)는�별도로�
필요합니다.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628,000 628,000 1,256,000 ※1,387,000 1,387,000 1,387,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ー 20,000 ー
합계 915,000 628,000 1,543,000 1,394,000 1,414,000 1,394,000

외국어학부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651,000 651,000 1,302,000 1,432,000 1,432,000 1,432,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938,000 651,000 1,589,000 1,459,000 1,439,000 1,439,000

종합정보/사회안전학부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485,000 485,000 970,000 1,100,000 1,100,000 1,100,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772,000 485,000 1,257,000 1,127,000 1,107,000 1,107,000

인간건강학부

1년차(2020년도) 2년차(2021년도) 3년차(2022년도) 4년차(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260,000 ー ー ー
등록금 746,500 746,500 1,493,000 1,624,000 1,624,000 ※※1,624,000

기타�비용
교육후원회

입학금 10,000 ー 10,000 ー ー ー
회비 7,000 ー 7,000 7,000 7,000 7,000

교유회 기본회비 10,000 ー 10,000 20,000 ー ー
합계 1,033,500 746,500 1,780,000 1,651,000 1,631,000 1,631,000

시스템이공/환경도시공/화학생명공학부

학비 / 기타 비용대학

2020년도 입학생 실적

2020년도 봄학기 입학(4월 입학) 외국인 유학생 편/전입학 시험대학

■지원자격　아래�(1)�~�(4)의�모든�조건을�충족하는�자

(1)외국�국적�소유자로�외국에서�고등학교까지�12년�간의�학교�교육을�수료한�자.

(2)하나라도�아래의�조건을�충족하는�자.

·��외국의�통상�과정에�의한�14년의�학교�교육을�수료한�자(2020년�3월말까지�수료�예정인�자�포함).

·��일본의�4년제�대학에�2020년�3월까지�2년�이상�재학(휴학�기간�제외)�하며,�해당�학부/학과의�졸업에�필요한�학점�중�60학점�이상을�취득한�자(취득�예정

자�포함).

·�일본의�4년제�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졸업자(2020년�3월�졸업�예정자�포함).

·�일본의�전수학교�전문�과정을�수료한�자(2020년�3월�수료�예정자�포함).

·�이외에도�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수회의�회의를�거쳐�총장이�인정한�자.

�(3)일본유학시험의�‘일본어(서술형�문제�포함)’를�응시한�자�또는�일본어능력시험�'N1'을�취득한�자.
※일본유학시험은◆2018년도�제2회(11월�실시)�또는�◆2019년도�제1회(6월�실시)의�성적을�대상으로�합니다.

(4)각�학부가�지정하는�외국어�검정시험의�점수�또는�등급을�제출할�수�있는�자.
※TOEFL�ITP®�테스트�및�TOEIC®�L&R�IP�테스트는�해당되지�않습니다.�문학부는�과거�2년�이내에�취득한�것이�해당됩니다.�외국어학부는�각종�검정시험의�유효기한�이내의�것이�해당됩니다.

학부 학과 편/전입년차 일본어�능력에�관한�검정시험 영어검정시험 본교�독자시험 전형일/시험장

문학부 종합인문학과
3년차

(심리학�전수만�2년차)

일본유학시험�‘일본어(서술형�
문제를�포함)’�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1'

Cambridge�English,�실용영어기
능검정,�국제연합�공용어�영어검
정시험,�IELTS(아카데믹�모듈에�한
함),�TOEFL�iBT®,�TOEIC®L&R

필기시험(전문과목�또는�전
문논문),�면접

2019/10/20�(일)
센리야마캠퍼스

정책창조학부
정책학과

국제아시아법정책학과
3년차 － 전문논문

2019/10/19(토)　　　　　　　　　　　　
센리야마캠퍼스

외국어학부 외국어학과 3년차

【영어�주전공�선택자】
��TOEFL�iBT®�61점�이상
【중국어�주전공�선택자】
�HSK5급(210점�이상)�또는�
중국어검정시험2급�이상

소논문(일본어),
�면접:�
[영어�주전공·중국어�주전공]
주전공�언어(영어�또는�중국
어)�및�일본어로�실시
[일본어�주전공]�일본어만으
로�실시

2019/10/20�(일)
센리야마캠퍼스

※문학부는�초등교육학�전수는�모집하지�않습니다.

■지원 기간/입학 검정료 납입 기간/합격 발표일 등 지원�기간(데이터�등록�•입학�검정료�납입�•서류�송부<필착>) 합격�발표일

2019/9/5(목)~2019/9/13일(금)�　 2019년�10월�25일(금)

■ 2019년도 외국인 유학생 편/ 
전입학시험 결과

학부 지원자 합격자

문학부 2 0

정책창조학부 1 0

외국어학부 1 0

합계 4 0

자세한�내용은�간사이�대학�입학시험정보�종합사이트�'Kan-Dai�web’의�‘입시�정보’(다양한�입시)�페이지의�입시�요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학시험 요강
자세한�내용은�입시�

요강을�참조하십시오.

■지원에서 입학까지의 STEP

②入学検定料を納入

⑮関西大学に入学

⑦入学試験を受ける

⑨ 入試結果照会システム「関大PASS」で確認

⑭在留資格の取得や変更に係る手続

⑪入学金・学費・諸費を納入

③必要書類を郵送

④受験許可書の発行申請　※ 海外在住者で来日する者のみ

⑥受験許可書を発行　※受験許可書　発行申請者のみ

⑬在留資格認定証明書と入学許可書を送付　※希望者のみ

⑫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代行申請手続　※希望者のみ

⑤必要書類を受領

⑧合格者発表

入学志願者 関西大学

① インターネットで出願（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代行申請の希望有無を入力）

⑩ （以下、合格者のみ）合格通知書を受領

■지원에서 입학까지의 STEP

②입학�검정료�납입

⑮간사이�대학에�입학

⑦입학시험�응시

⑨�입시�결과�조회시스템‘간다이�PASS’에서�확인

⑭재류자격의�취득�및�변경에�관한�수속

⑪입학금/등록금/기타�비용�납입

③필요�서류�우송

④응시�허가서�발행�신청　※�해외�거주자로�일본에�오는�자에�한함

⑥응시�허가서�발행　※응시�허가서�발행�신청자에�한함

⑬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입학�허가서�송부　※희망자에�한함

⑫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대리�신청�수속　※희망자에�한함

⑤필요한�서류�수령

⑧합격자�발표

입학 지원자 간사이 대학

①�인터넷으로�지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대리�신청�희망�유무�입력)

⑩�(이하�합격자에�한함)합격통지서�수령

(단위:�명)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종류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연차(연도)

연차(연도)

연차(연도)

연차(연도)

연차(연도)

연차(연도)

■전형방법　지원�서류�및�각�학부가�정하는�아래의�성적을�합하여�전형�후�선발합니다.

https:www.nyusi.kansai-u.ac.jp/admission/
ao/youkou_foreigner_hent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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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14,000엔
　※�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과�복수�지원의�경우�‘외국인�연구생'의�전형료

가�면제됩니다.

■재학기간 �1년간(연장을�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모집 월/실시 연구과/전형 방법
상단의�석사과정·박사과정 �의�입시�일정에�준한다.
단,�2020년도�9월�입학(7월�모집)인�종합정보학·사회안전·인간건강�연구

과는�2020년�7월�4일(토)에�실시합니다.

2020년도 봄학기 입학 /   가을학기 입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대학원

■지원자격

［석사과정］
다음의�(1)�~�(5)�중�하나라도�조건을�충족하는�자(본�연구과의�입학까지�(1)�~�(4)�중�하나라도�조건을�충족할�예정인�자를�
포함)
(1)외국에서�통상�과정에�따라�16년의�학교�교육을�수료한�자(주1)

(2)일본에서�외국인�유학생으로�대학을�졸업한�자
(3)�외국�대학이나�기타�외국�학교(주2)에서�수업�연한이�3년�이상인�과정을�수료하고,�학사�학위에�상당하는�학위를�
받은�자(2016년�문부과학성령�제19호)

(4)�일본�국내�외국인�유학생으로�전수학교의�전문과정(수업�연한�4년�이상,�기타�문부과학대신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
는�자에�한함.)이며��문부과학대신이�별도로�지정한�과정을�문부과학대신이�정한�날�이후에�수료한�자

(5)�본�대학원의�개별�입학자격�심사에서�대학�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단,�일본에서�통상�과정에�
의한�학교�교육을�받았다고�인정한�외국인은�제외.

주1�이하의�학교에�재적한�자는�그�기간이�통산�4년�이내인�경우에만�지원�자격(1)과�동일한�것으로�인정합니다.
　　·일본의�학교교육법에�의거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일본에�있는�외국인학교
　　·문부과학대신이�인정�또는�지정한�재외교육시설
주2��교육�연구�활동�등의�종합적인�상황에�대해�당해�외국�정부�또는�관계�기관의�인증을�받은�자에�의한�평가를�받은�자�또는�이에�준하는�

것으로�문부과학대신이�별도로�지정하는�것에�한합니다.

［박사과정］
다음의�(1)�~�(5)�중�하나라도�조건을�충족하는�자(본�연구과의�입학까지�(1)�~�(3)�중�하나라도�조건을�충족할�예정인�자를�
포함)
(1)외국의�대학원에서�석사�학위�또는�전문직�학위에�상당하는�학위를�받은�자
(2)일본의�대학원에서�외국인�유학생으로�석사�학위�또는�전문직�학위를�받은�자
(3)�국제연합대학�본부에�관한�국제연합과�일본�사이의�협정�실시에�따른�특별조치법�제1조�제2항에�규정하는�1972
년�12월�11일의�국제연합�총회�결의에�따라�설립된�국제연합대학�과정을�수료하고�석사�학위에�상당하는�학위를�
수여받은�자

(4)문부과학대신이�지정한�자(1989년�문부성�고시�제118호)
(5)�이외에도�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가진�자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다고�인정된�자로�본�연구과�입학까지�24세에�
달하는�자.�단,�일본에서�통상�과정에�의한�학교�교육을�받았다고�인정된�외국인은�제외.

※1��상기�지원�자격�중�석사과정의�(1)·(3)·(5)�및�박사과정의
　��(1)·(4)·(5)로�지원하는�자에�한함.
※2��시스템이공학전공�물리·응용물리학�분야,�기계공학�분야,�전기전자정보공학�분야�및�환경도시공
학전공�건축학�분야,�도시시스템공학�분야�지원자에�한함.

※3��일본유학시험의�‘일본어’는�서술형�문제를�포함�합니다.

연구과 레벨�점수
사회학�연구과(M) 日일본어능력시험�‘N1’�또는�일본유학시험�‘일본어�240점�이상※3

종합정보학�연구과(M·D)※1

심리학�연구과(M·D)
인간건강�연구과(M)

일본어능력시험�‘N1’�또는�일본유학시험�‘일본어�270점�이상※3

�이공학�연구과(M)※2 TOEIC®L&R�테스트�또는�TOEFL®�점수�제출

■전형 방법/모집 월　서류전형,�필기시험�및�구술�시험을�종합하여�합격�여부를�판정합니다.

■입학 검정료 35,000엔

■입시 일정

입학시기 모집�월 Web�등록/입학�검정료�납입�기간 지원�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20년도�
봄학기�입학

7월�모집 2019/5/17(금)�~�2019/5/31(금) 2019/5/24(금)�~�2019/5/31(금) 2019/7/6(토) 2019/7/12(금)

10월�모집 2019/8/23(금)�~�2019/9/6(금) 2019/8/30(금)�~�2019/9/6(금)

종합정보학・사회안전・인간건강 연구과
2019/10/5(토)

기타 연구과
2019/10/6(일)

2019/10/11(금)

12월�모집 2019/10/25(금)�~�2019/11/8(금) 2019/11/1(금)�~�2019/11/8(금) 2019/12/8(일) 2019/12/13(금)

2월�모집 2019/12/20(금)�~�2020/1/10(금) 2020/2/22(토) 2020/2/28(금)

2020년도�
가을학기�입학 7월�모집 2020/5/15(금)�~�2020/5/29(금) 2020/5/22(금)�~�2020/5/29(금) 2020/7/5(일) 2020/7/10(금)

주�●�표시는�석사과정�및�박사과정을,�○�표시는�석사과정만�모집합니다.
주�M은�석사과정,�D는�박사과정을�가리킨다.

연구과

모집�월(입학시기) 필기시험�내용

7
월(

봄)

10
월(

봄)

12
월(

봄)

2
월(

봄)

7
월(

가
을)

석사과정 박사과정

법학�연구과 ● ●
법정연구�코스:�전수과목�1과목/선택과목�1과목
기업법무�코스/공공정책�코스:�선택과목�1과목

전수과목과�외국어
(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에서�1개�국어�선택)

문학�연구과 ● ● ●
외국어(일본어)
※지리학�전수만�일본어�또는�영어

외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한국어에
서�1개�국어를�선택)

※국문학�전수/중국문학�전수는�일본어,�지리학�전수는�일본어�또는�영어

경제학�연구과 ○ ● 전문과목과�외국어(영어)��������※프로젝트�코스는�전문과목만�해당 전문과목과�외국어(영어)

상학�연구과 ● ●
전문과목(상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에서�1과목�선택)과�외
국어(영어)���������※고도전문직�양성�코스는�전문과목만�해당

전문과목과�외국어(영어)

사회학�연구과 ○ ● 전문과목　　※사회학전공�전문연구�코스만�전문과목과�영어 전문과목과�영어
종합정보학�연구과 ● ● 전문과목 전문과목과�영어

이공학�연구과 ● ● ●

전문과목과�외국어(영어)
※1��시스템이공학�전공�물리·응용�물리학�분야,�기계공학�분야�및�환경도시공학�
전공�건축학�분야,�도시시스템공학�분야는�전문과목만�해당

※2�시스템이공학�전공,�전기전자정보공학�분야는�필기시험을�실시하지�않습니다.

필기시험은�실시하지�않습니다.

외국어교육학�연구과 ● ● ● 외국어(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심리학�연구과(심리학�전공) ● ● 전문시험 전문시험
사회안전연구과 ● ● 전문과목 전문과목과�외국어(영어)

동아시아문화�연구과 ● ● ● 외국어(일본어)
외국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한국어/

일본어에서�1개�국어�선택)
거버넌스�연구과 ● ● 전문과목�(일본어�또는�영어로�해답) 전문과목과�영어
인간건강�연구과 ○ ○ ○ 전문과목 −

지원자격,�제출�서류,�지원�수속,�전형�방법�등�자세한�내용은�각�연구과의�학생�모집�요강을�확인하십시오.�심리학�연구과�심리임상전공(석사과정)�및�인간건강�연구과(박사과정)
는�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을�실시하지�않습니다.�이공학�연구과(석사과정/박사과정)�및�사회안전�연구과(박사과정)는�영어로�학위�취득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이�별도로�있습
니다.�자세한�내용은�본교�입시정보사이트�‘English-based�Program’�페이지를�확인해�주십시오.

2020년도 4월 입학/9월 입학 외국인 연구생 제도대학원

■외국인 연구생 제도
본인의�연구�테마가�있으며�특정�연구과에서�연구�지도를�받을�것을�희망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

제도입니다.�‘외국인�연구생’은�정규�대학원생은�아니지만,�연구과가�지정한�과목을�이수하고�해당�과

목의�시험에�합격한�경우�간사이�대학�대학원에�입학�후�6단위까지�입학�전�이수단위로서�인정되는�경

우가�있습니다.�또한,�재류자격�‘유학’을�위해�필요한�수강과목�수는�11페이지의�‘외국인�연구생�연구비’

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지원자격

상단의�석사과정 �의�지원자격에�준한다.
아울러�지원�전에�지도를�받을�것을�희망하는�교수의�승낙을�받고�연구과에서�정하는�일본어�능

력을�가진�자.

■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생의 복수 지원
‘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과�‘외국인�연구생�전형'은�복수�지원이�가능합니다.

복수�지원을�원하는�경우�전형�시의�구술시험은�동시에�실시합니다.

또한�‘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과�‘외국인�연구생�전형’의�지원�서류는�양식이�다릅니다.�

양쪽의�모집�요강을�확인�후�미비�서류가�없도록�지원�준비를�하십시오.

　복수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 서류(예: 심리학 연구과)

■지원까지의 STEP

입학시기 모집�월 실시�연구과 전형�방법

2020년도
4월�입학

10월�모집 전체�연구과

서류�심사/구술시험

12월�모집
외국어교육학
연구과

2월�모집 전체�연구과

2020년도
9월�입학

7월�모집 전체�연구과

연구과 레벨�점수

법학/문학/경제학/상학/외국어교육학/심리학/사회안전/
동아시아문화/거버넌스/인간건강�연구과 일본어능력시험�'N2�이상’

사회학�연구과
일본어능력시험�'N2�이상’�또는�일본유학시험�

‘일본어�240점�이상’
종합정보학/이공학�연구과 일본어능력시험�'N3�이상’

※1��외국어교육학�연구과는�지망�지도�교수의�승낙이�있는�자에�한하여�일본어�능력의�레벨이�면제됩니다.
또한�연구과에�따라서는�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과�복수�지원하는�경우에만�석사과정�입학시험에서�요구하는�일본유학시
험의�점수를�지원자격으로�인정합니다.�자세한�내용은�모집�요강을�확인하십시오.

※2�일본유학시험�‘일본어’는�서술형�문제를�포함합니다.

■지원까지의�STEP

외국인�연구생�전형 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

지원표(석사과정/외국인�연구생의�복수�지원)

공
통�

서
류

출신�대학�등의�성적증명서

출신�대학�등의�졸업(예정)증명서

연구과가�요구하는�일본어능력�증명서�원본

재류카드�사본/여권

외국인�연구생�전형�지망이유서(소정�용지) <심리학�연구과>�지망이유서�(소정�용지)

외국인�연구생�전형�연구계획서(소정�용지) 연구계획서

추천서 ―
Web�등록/지원�서류�제출/전형료�납입

지망이유서에�지망�지도�교수의�승낙�도장�날인

지원�방법�및�지원�서류�확인·준비

응시를�위한�사증(비자)�신청

전형�방법�확인�및�준비

개별�
입학자격�
심사

간사이�대
학에�문의

입학자격�
심사가�필
요한�경우

마감일까
지�신청

지원자격�
인정

P10

모집�요강에서�지원자격·지원기간�확인

지망�지도�교수의�승낙�
받기

교수를�찾아�연락하기연구�주제�및�연구�계획�
정리

지원자격의�유무가�불명확 지원자격�있음

Web�등록/지원서류�제출/입학�검정료�납입

지원�방법�및�제출�서류의�확인�및�준비

모집�요강에서�지원자격·지원기간�확인

연구�주제�및�연구�계획�정리

응시를�위한�사증(비자)�신청

입학시험�방법�확인�및�준비

지원자격의�유무가�불명확

지망�연구과·교원�찾아보기

개별�
입학자격�
심사

간사이�
대학에�
문의

입학자격�
심사가�
필요한�
경우

마감일까
지�신청

지원자격�
인정

지원자격�있음

P10

P10

P10

(4 월 입학 ) (9 월 입학 )

［어학 능력에 관한 조건을 지원 자격에 정하고 있는 연구과］

석사과정 /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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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입학
문학/동아시아문화 연구과(석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이후
입학�첫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당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ー
등록금 364,500 364,500 364,500 364,5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ー 10,000 ー 20,000
합계 494,500 374,500 364,500 384,500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당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ー ー ー
등록금 409,500 409,500 409,500 409,500 409,500 409,5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ー 10,000 ー 20,000 ー ー
합계 539,500 419,500 409,500 429,500 409,500 409,500

이공학 연구과(박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이후
입학�첫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당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ー ー ー
등록금 364,500 364,500 364,500 364,500 364,500 364,5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ー 10,000 ー 20,000 ー ー
합계 494,500 374,500 364,500 384,500 364,500 364,500

문학/동아시아문화 연구과(박사과정)

이공학 연구과(석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이후
입학�첫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당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ー
등록금 569,500 569,500 569,500 569,5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ー 10,000 ー 20,000
합계 699,500 579,500 569,500 589,500

회계 연구과(회계전문직 대학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260,000 ー ー
등록금  660,000  660,000  1,350,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930,000  660,000  1,370,000 

■봄학기 입학

■전문직 과정

법학/문학/경제학/상학/사회학/동아시아 문화/거버넌스 연구과
외국어교육학/인간건강 연구과(박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364,500  364,500  72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04,500  364,500  749,000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374,500  374,500  74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14,500  374,500  769,000 

심리학 연구과(박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384,500  384,500  76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24,500  384,500  789,000 

인간건강 연구과(석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409,500 409,500 81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49,500 409,500 839,000 

종합정보학/이공학/사회안전 연구과(박사과정) 

주1　�간사이�대학을�졸업한�자,�간사이�대학�대학원을�수료한�자�또는�본교�학부생으로�대학원�학칙�제46조�제1항�제11호에�규정하는�자(월반�입시�합격자)가�대학원에�진학할�경우는�입학금(입학�등록금)을�징수하지�않습니다.�또한�대학원�회계�연구과�학칙�제26조�제11호에�규정하는�
자(월반�입시�합격자)가�회계�연구과(전문직�대학원)에�진학할�경우는�입학금(입학�등록금)을�반액으로�합니다.

주2　�간사이�대학�유학생�별과를�수료한�자�또는�본교�유학생�별과에�재학하는�학생이�수료를�기다리지�않고�계속해서�학부�또는�대학원에�진학할�경우는�입학금(입학�등록금)을�반액으로�합니다.
주3　�기타�비용인�교우회�기본회비는�입학�시에�10,000엔,�다음�년도에�20,000엔(가을학기�입학자는�입학�다음�해의�봄학기에�10,000엔,�이듬해�봄학기에�20,000엔)으로�합계�30,000엔을�위탁�징수합니다.�또한�간사이�대학을�졸업한�자,�간사이�대학�대학원을�수료한�자�또는�본

교�학부생으로�대학원�학칙�제46조�제1항�제11호에�규정하는�자(월반�입시�합격자)로�이미�납입이�완료된�경우는�징수하지�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 결과

■석사과정 / 박사과정 

2018년도�가을학기�입학 2019년도�봄학기�입학

연구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원자�수 합격자�수 지원자�수 합격자�수 지원자�수 합격자�수 지원자�수 합격자�수

법학�연구과 ー ー ー ー 12 0 0 0

문학�연구과 8 3 0 0 46 13 2 2

경제학�연구과 ー ー ー ー 59 16 1 0

상학�연구과 ー ー ー ー 89 13 1 0

사회학�연구과 ー ー ー ー 65 18 2 0

종합정보학�연구과 ー ー ー ー 3 2 2 2

이공학�연구과 1 0 0 0 23 15 2 2

외국어교육학�연구과 ー ー ー ー 46 9 3 1

심리학�연구과 ー ー ー ー 13 3 2 1

사회안전�연구과 ー ー ー ー 5 2 0 0

동아시아문화�연구과 5 2 4 4 27 9 10 6

거버넌스�연구과 ー ー ー ー 4 2 0 0

인간건강�연구과 ー ー ー ー 0 0 ー ー

합계 14 5 4 4 392 102 25 14

■전문직 학위 과정

2019년도�봄학기�입학

연구과 지원자�수 합격자�수

회계�연구과 5 4�

회계 연구과(회계전문직 대학원)

■지원자격　8페이지의�지원자격��[석사과정]에�준한다.

［어학능력에 관한 조건 (지원자격 (1), (3), (5)로 지원하는 자)］
일본어능력시험�‘N1’�또는�일본유학시험�‘일본어(서술형�포함)�270점�이상’

■입시 일정

입학시기 모집�월 Web�등록/입학�검정료�납입/지원�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20년도
봄학기�입학

7월�모집 2019/6/17(월)�~�2019/6/24(월) 2019/7/7(일) 2019/7/12(금)

10월�모집 2019/10/8�(화)�~�2019/10/15(화) 2019/10/27(일) 2019/11/1(금)

1월�모집 2020/1/7(화)�~�2020/1/14(화) 2020/1/26 (일) 2020/1/31�(금)

■입학 검정료 35,000엔

■전형 방법　소논문과�면접

2020년도 봄학기 입학(4월 입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험대학원

외국인 연구생

(1)외국인�연구생�지도�1과목[1기(반년)]�···�45,000엔　　　　(2)�기타�강의�과목�1과목[1기(반년)]�···�30,000엔

【법학, 상학, 사회학, 종합정보학, 이공학, 외국어교육학, 심리학, 사회안전, 거버넌스,
 인간건강 연구과】
재류자격�‘유학’을�취득하기�위해서는�1기(반년)당�외국인�연구생�지도�1과목�및�기타�강의과목�

6과목을�수강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비용은�225,000엔입니다.

【문학, 경제학, 동아시아문화 연구과】
재류자격�‘유학’을�취득하기�위해서는�1기(반년)당�외국인�연구생�지도�2과목�및�기타�강의�

과목�5과목을�수강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비용은�240,000엔입니다.

간사이�대학�대학원에서는�연구�내용과�관련이�있는�지도�교수에게�이
메일�전송이나�소개는�하고�있지�않습니다.�관심�있는�분야나�주제를�바
탕으로�연구지도를�받고�싶은�교수를�찾아서�연락하는�경우에는(외국
인�연구생�전형은�전체�연구과,�외국인�유학생�입시에서는�사회학/종합
정보학/이공학/인간건강�연구과가�지원�전에�교수에게�연락�필수)�각자
가�직접�전자메일�또는�편지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본�대
학원�입시정보사이트에�게시된�Information(디지털�팜플렛)에는�각�교
수의�연구�테마�등을�게재하고�있습니다.�또한�본교�학술정보시스템의�
교수�검색에서는�소속별�검색,�고급�검색,�전문분야�검색,�키워드�검색
이�가능합니다.�

지원자격,�제출�서류,�지원�수속,�전형�방법�등�자세한�내용은�학생�모집�요강을�확인하십시오.�법무�연구과(법과대학원)는�외국인�유학생�입학시험을�실시하지�않습니다.

학비 / 기타 비용대학원
장기�이수�학생�제도로서�석사과정에는�3년�코스를�설치한�연구과가�있으며,�회계�전문직�대학원은�3년�코스�및�4년�코스가�있습니다.�각�학
년의�연차별�학비는�아래�표와는�별도로�정해져�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각�연구과의�학생�모집�요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0년도

2020년도 연구료

신청�서류를�바탕으로�지금까지의�학수（学修）�경력이�일본의�대학과정에�상
당하는지�등에�대해�심사합니다.�개별�입학자격�심사�신청�마감일은�
지원�기간보다�1개월�정도�빨리�설정되어�있는�모집�월도�있습니다.�
먼저�지원을�희망하는�연구과의�모집�요강에서�지원자격의�유무를�확
인하십시오.�지원자격의�유무를�판단할�수�없는�경우�즉시�본�대학원�
입시정보사이트의�‘개별�입학자격�심사’에�문의하십시오.

〔개별 입학자격 심사가 필요한 경우의 예〕

·단기대학이나�3년제�대학�졸업
·초등학교�5년제
�(대학�졸업까지�15년)�등

본�대학원�입시정보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교수 정보 검색・연락 방법에 대하여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 대하여 학생 모집 요강

학생 모집 요강

외국인
연구생 전형
모집 요강

(단위:�명)

(단위:�명)

법학/문학/경제학/상학/사회학/동아시아 문화/거버넌스 연구과(석사과정)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364,500� �364,500� �72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04,500� �364,500� �749,000�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

(단위:�엔)(단위:�엔)

(단위:�엔)(단위:�엔)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489,500 489,500 97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629,500 489,500 999,000 

종합정보학 연구과(석사과정) (단위:�엔)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569,500 569,500 1,13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709,500 569,500 1,159,000 

이공학 연구과(석사과정) (단위:�엔)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404,500  404,500  80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44,500  404,500  829,000 

외국어교육학 연구과(석사과정) (단위:�엔)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374,500  374,500  74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514,500  374,500  769,000 

심리학 연구과 심리학 전공(석사과정) (단위:�엔)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입학�첫학기 가을학기 연간

학비
입학금 130,000 ー ー
등록금 489,500 489,500 979,000 

기타�비용 교우회�기본회비 10,000 ー 20,000 
합계 629,500 489,500 999,000 

사회안전 연구과(석사과정)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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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별과
간사이대학은�새로운�국제화�구상의�일환으로�2012년�4월에�개설한�미나미센리�국제플라자에�유학생별과를�설치했습니다�.�본�별과는�간사이대학의�
학부�및�대학원이나�일본�국내의�대학�및�대학원에�진학을�희망하는�외국인에게�일본어�,�일본�사정�,�일본�문화�등을�가르치는�것을�목적으로�하며�
1�년�교육과정�(※)�을��원칙으로�합니다�.
※수업연한은�1�년이지만�,�수업연한�2�년을�한도로서�재학�기간의�연장을�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간사이대학�유학생별과에서는�학기제를�채용하는�관계로�봄학기�(4�월�~9�월�)�또는�가을학기�(9�월�~�다음�해�3�월�)�어느�학기라도�입학�,�수료할�수�있습니
다�.�본�별과에서는�원칙상�서류전형�및�면접�등으로�선발합니다�.

수업과목

시간표（2019 년도）(참고)

합격 상황 (2018 년도 합격 실적 )

유학생별과의�시간표는�다음과�같습니다.�엷은�파란색으로�하이라이트�된�과목�외에�오렌지색으로�하이라이트�된�과목을�자신의�목적과�요구에�맞�
추어�선택,�이수할�수�있습니다.

일본사정(궁도�체험)
일본어과목�수업�

월� 화� 수 목 금

1�교시� 09:00�-10:30 일본어Ⅰ〜Ⅵ�
（종합）

일본어Ⅰ〜Ⅵ�
（종합）

일본어Ⅰ〜Ⅵ�
（종합）

일본어Ⅰ〜Ⅵ
（종합）

일본어Ⅰ〜Ⅵ
（종합）

2�교시� 10:40�-12:10 일본어Ⅰ〜Ⅵ�
（독해）

일본어Ⅰ〜Ⅵ�
（독해）

일본어Ⅰ〜Ⅵ�
（독해）�

일본어Ⅰ〜Ⅵ
（독해）

�일본어Ⅰ〜Ⅵ
（독해）

3�교시� 13:00�-14:30 일본어Ⅰ〜Ⅵ�
（문장�/�구두표현）�

일본어Ⅰ〜Ⅵ�
（문장�/�구두표현）�

일본어Ⅰ〜Ⅵ
（문장�/�구두표현）

일본어Ⅰ〜Ⅵ
（문장�/�구두표현）

일본어Ⅰ〜Ⅵ
（문장�/�구두표현）

4�교시 14:40�-16:10 아카데믹�일본어I
아카데믹�일본어Ⅲ�

아카데믹�일본어Ⅲ
영어Ⅲ
화학

��아카데믹�일본어Ⅱ
일본�사정

아카데믹�일본어Ⅲ
영어Ⅲ
물리

아카데믹�일본어Ⅰ
아카데믹�일본어Ⅲ

5�교시 �16:20�-17:50 아카데믹�일본어Ⅰ
종합과목Ⅱ
영어Ⅰ

아카데믹�일본어Ⅱ
일본�사정

종합과목Ⅱ
영어Ⅰ

아카데믹�일본어Ⅰ
수학Ⅰ

6�교시 18:00�-19:30 종합과목I
영어Ⅱ

생물
종합과목Ⅰ
영어Ⅱ

수학Ⅱ

모집인수� 100�명�(4�월�입학�/9�월�입학�합계�)�

출원자격

외국�국적을�갖는�자로서�다음�(1)�및�(2)의�조건을�갖춘�자.�

(1)�외국에서�정규�교육과정에�의한�12년�학교교육을�수료자�또는�유학생별과�입학일까지�수료예정자�또는�입학시점에서�18세이상이며�본교에서�이와�동등�이상의�자격
을�갖는�것으로�인정된�자.�(일본의�‘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지고�있는�경우�등)
※�외국에서의　정규�교육과정이�11년인�경우�문부과학성이�지정한�나라�및�학교종류에�따라�이�조건에�맞는�경우가�있으므로�별도로�문의하십시오.
※외국�국적과�일본�국적을�이중으로�가지는�분은�별도�문의�바랍니다.

(2)�원서�제출시에�1년�이상(300시간�이상)의�일본어�학습을�행한�자.�또는�일본어�능력시험(JLPT)N4�레벨�상당�이상의�일본어�능력을�가진�자.�
※다만,�유학생별과�입학�날까지�일본�국내의�다른�일본어�교육기관에�재적한�기간이�1년을�초과하는�자는�원칙적으로�출원할�수�없습니다.�

원서접수기간 2020년4월�입학：2019년9월6일（금）〜2019년9월30일（월）
2020년9월�입학：2020년4월3일（금）〜2020년4월30일（목）

입학검정료� 20,000�엔�

전형방법 서류전형�또는�면접등

출원에서  입학까지  순서■ 학비（2020년도입학생）

　학업성적과�인물이�함께�우수하고�또한�경제적원조가�필요한�유학생을�위하여�‘간사이대
학�국제교류조성�기금�유학생별과�장학금’으로�각�학기�5명(연간10명)�월액30,000엔을�지
급합니다.�본교�장학금외에�공적기관이나�민간의�장학금이�지급되는�경우가�있습니다.

■ 장학금（2019 년도예정）

입학�첫학기�� 이후�매�1�학기�

입학금 100,000 ー

수업료� 345,000 345,000

합계� 445,000 �345,000

■ 입학상황 ( 과거 2 년간 )

지원자 합격자

2017�년�9�월�입학생� 123 75

2018�년�4�월�입학생� 62 52

2018�년�9�월입학생� 94 83

2019�년�4�월입학생� 61 50

구�분

지원자 간사이대학유학생별과

●1  입학시험요강�,�양식내려�받기

●2  입학검정료��납부

●3  온라인�등록

●13  사증(비자)신청

●5  서류전형

●8 �합격자�발표

●4  출원원서��송부

●14  일본�입국

●9  입학�시�납부금�납부

●10  입학�전�교육의�시행

●6   서류심사합격자에게�면접등에�
관해�연락�

●1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유학�)�
대리신청�

●1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유학)
와�입학허가서�송부�

●7   면접
중국�거주자:�베이징�또는�상하이에서�면접
중국�이외�지역의�거주자:�인터넷을�이용한�영상통화�등의�면접

입학!

제 5 군  「기초과목」
（8 과목 / 각 2 단위） 

제 3 군  「일본사정과목」  
제 4 군  「종합과목」(3과목 / 각 4단위） 

제 1 군  「일본어과목」
（18 과목  / 각  2 단위） 

제 2 군  「특별연습과목」
（9 과목 / 각 4 단위） 

종류별��

　유학생별과와�같은�장소에�유학생�기숙사가�병설하고�있습니다.�별과생�희망자는�전원�
기숙사에�1년간�입주할�수�있습니다.�기숙사에는�간사이대학의�학생�레지던트·어시스턴트
(Resident�Assistant)가�유학생과�함께�생활하며�학생들의�일상�생활을�서포트�하고�있습니
다.

■  간사이대학 기숙사에 입주하여 각 나라 학생들과의 공
동 학습 가능

　본�별과의�수료생이�간사이대학의�학부�또는�대학원에�진학했을�경우,�입학금을�반액으로�
합니다.

■ 간사이대학 진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학시험요항과 입학원서 ( 양식 ) 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학부 정규과정
간사이대학:13명��오사카관광대학:1명　오사카경제대학:1명　오사카산업대학:1명��오테마에대학:1명��간세이가쿠인:3명　교토산업대학:3명　
킨키대학:2명　고베학원대학:3명　고베국제대학:1명��쇼인대학:1명　도시샤대학:1명　나고야상과대학:1명　일본영화대학교:1명　
일본복지대학:1명　모모야마학원대학:1명　릿쿄대학:1명　리츠메이칸대학:3명　유통과학대학교:1명

대학원

정규과정
간사이대학:12명　오사카가쿠인대학:1명　오사카상업대학:1명
고베대학:1명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1명　리츠메이칸대학:1명

비정규과정 간사이대학:1명　도호쿠대학:1명

언어능력레벨(일본어�레벨)
에�맞춰서�4개�기능(읽기,�쓰
기,�듣기,�말하기)을�습득하기�
위한�클래스입니다.�학생�개
개인의�능력에�맞는�일본어
능력시험과�일본유학시험�대
책도�실시합니다.

「일본�사정」에서는�일본에서�생활하는데��
필요한�기본적인�지식을�배우며�다양한�경
험을�통해�일본��문화와�일본�사회에�관한��
지식을�깊게�합니다�.�
‘종합과목’�에서는�일본유학시험의�‘종합과
목�(�정치·경제·사회·지리·역사�)’�시험�대책
도�동시에�실시합니다�.�

일본의�대학�,�대학원에서�배우는데�필요한�과목�(�영어�,�수학�,�이과�)�의�기본적인�지식을�
습득합니다�.

전문영역에�대한�어학력과�아카데믹스킬을��양성하는�클래스입니다�.�리포
트나�논문을�논리�적이고�학술적인�문서로�작성하거나�,�프레젠테이션�등의�
구두발표�스킬을�배웁니다�.�

(단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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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지원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약 3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지급형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형 장학금

【대상】

사비로�학부·연구과�정규�과정에�재적하는�외국인�유학생이면서�본교가�정한�신청�자격을�

충족하는�자.�(표준�수업�연한을�초과한�자는�제외)

지급형 장학금 수급자 수(2018년도 실적)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성적우수자 대상)을 병급한 자를 포함한 인수.

수급자

291명

신청자

666명

주)�유학생을�위한�지급형�장학금이�다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입학�후에�개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확인해�주십시오.

다양한 타입의 국제학생 기숙사
6~7명이�부엌이나�라운지�등을�공유하는�유닛�타입,�일본인�학생�룸메이트와�방을�함께�사용하는�타입�및�1인실�타입�등�다양한�기숙사�환경을�완비하고�있습니다.�또한�

주로�유학생의�기숙사�생활이나�일상생활을�지원하는�레지던트�어시스턴트도�입주해�있습니다.

상기�내용�이외에�간사이�대학�및�주식회사�간다이�팬시와의�업무�제휴를�통해�주식회사�교리쓰�메인터넌스가�운영하는�제휴국제학생�기숙사도�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국제부�웹�사이트/홈페이지（http://www.kansai-u.ac.jp/Kokusai/Dormitory/）를�참조하십시오.

졸업/수료�후에�일본에서�취직을�희망하는�유학생이�많아지고,�또한�일본�기업도�세계적으로�활약할�수�있는�외국인�유학생�채용을�원하고�있습니다.�하지만�일본에서�

취직을�하기�위해서는�일본�특유의�전형�방식이나�채용�스케줄을�이해하고�취업준비를�해야�합니다.

일본에서�취업을�희망하는�유학생을�위해�간사이�대학은�다방면에�걸쳐�지원을�하고�있습니다.

미나미센리 국제플라자
학생 기숙사
◦기숙사�타입：남녀공동기숙사�·1인실
◦입사비：없음　◦기숙사비：43,000엔�/월
◦기타�비용�:�5,000엔�/�월(광열,�수도비,�인터넷�요금�및�침구�임대�비용포함)
◦식사：식사는�제공되지�않습니다.
◦장소：한큐�센리선�미나미센리역에서�도보�5분
※기숙사비�/�기타�비용은�매년�변동될�수�있습니다.
※침구�대여료는�기타�비용에�포함되어�있습니다.

간사이대학 국제 기숙사
◦기숙사�타입：남녀공동기숙사�·1인실�또는다인실
◦입사비：15,000엔　◦기숙사비：25,000엔�/월
◦기타�비용：5,000엔�/�월(광열,�수도비,�인터넷요금�및�침구�임대�비용�포함)
◦식사：식사는�제공되지�않습니다.
◦장소：한큐�센리선�미나미센리역에서�도보�10분
※입사비/기숙사비�/�기타�비용은�매년�변동될�수�있습니다.
※침구�대여료는�기타�비용에�포함되어�있습니다.

스튜던트 하우스 “슈레이료”
◦기숙사�타입：남자기숙사•2인실(일부�1인실�있음)
◦입사비：15,000엔
◦기숙사비：�31,500엔/월��

(광열,�수도비�및�인터넷�요금�포함)

◦기타�비용：없음　◦침구�대여료：1,100엔/월
◦식사：(이용�시마다�지불)�조식�240엔/회,�석식480엔�/회
◦장소：센리야마�캠퍼스에서�도보�5분

“쓰키가오카” 기숙사
◦기숙사�타입：여자기숙사•2인실
◦입사비：15,000엔
◦기숙사비：�31,500엔�/월��

(광열,�수도비�및�인터넷�요금�포함)

◦기타�비용：없음　◦침구�대여료�:�1,100엔�/�월
◦식사：(이용�시마다�지불)�조식�240엔�/회,석식�480엔�/회
◦장소：센리야마�캠퍼스에서�도보�15분

유학생 지원 단체

KU�BRIDGE는�외국인�유학생과�일본인의�'다리'가�되기�위해�국제�

교류�활동을�수행하고�있는�피어�커뮤니티입니다.�주로�국제�교류�이

벤트의�기획·운영을�실시하며�외국인�유학생이�알찬�유학�생활을�보

낼�수�있도록�학생�입장에서�유학생을�서포트합니다.

【KU BRIDGE】
외국인�유학생이�외국인�유학생을�돕기�위한�위한�커뮤니티입니다.

유학생�간의�네트워크를�넓혀�서로�돕고�지낼�수�있는�계기를�만듭니

다.�외국�일본에서의�유학�생활에�하루�빨리�적응할�수�있도록�다양

한�이벤트를�실시하고�있습니다.

【유학생회】

커리어 서포트Career Support
대학 전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이벤트
외국인�유학생에게�특화된�행사를�다수�준비하고�있습니다.�일본에

서의�취업활동�방식,�서류�작성법,�일본�기업에서의�인턴십�참가�방

법,�유학생에�한정된�합동�기업설명회�등�각종�이벤트에�참가하여�

만족할�수�있는�진로를�선택하십시오.

■ 커리어 센터에서의 개별 상담
커리어�센터에서는�외국인�유학생�여러분의�취업준비에�대한�고충

과�고민을�개별적으로�상담할�수�있습니다.

커리어 센터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취직처(2015~2017년도)】

◦ＩIDEC　◦이온�리테일�◦에디온　◦NTT�커뮤니케이션　◦국제석유개발제석　

◦산게쓰　◦샤프　◦스미토모�전장　◦다케나카�공무점　◦DIC　◦도요�고무공업

◦닛폰케오리　◦니토리　◦일본�타타컨설턴시서비시즈　◦닛폰하쓰조　

◦파나소닉　◦한와흥업　◦히타치�제작소　◦히타치�물류　◦후지�소프트　

◦후지쓰　◦후나이�종합연구소　◦호리바�제작소　◦미키하우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미쓰이�물산�◦미즈호�파이낸셜그룹

◦무라타�제작소　◦야마하�발동기　◦라쿠텐　◦워크스�애플리케이션즈�등

학습 지원 Learning Support

일본어 서포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레벨

일본어�튜터·튜티�제도
튜터(일본인�학생)가�튜티(외국인�유학생)의�학습(주로�일본어)과�일상생활에�관한�조언�및�협
력을�시행합니다.

초급~상급

일본어�회화�브러시�업�세미나 일본�사회에�적응하기�위해�필요한�일상생활에서�쓰이는�일본어�회화를�실천�형식으로�배웁니다. 중급~상급

아카데믹·리터러시�양성�강좌
학부�졸업논문이나�대학원�레벨의�리포트�작성�시에�필요한�일본어의�아카데믹·리터러시를�실
천�형식으로�배웁니다.

상급

일본어�아카데믹·라이팅�강의�동영상�제공 문장�표현,�참고문헌을�찾는�방법�및�쓰는�법,�논문�구성�등을�동영상으로�배웁니다. 상급

일본어�아카데믹·라이팅�개별�상담 지참�논문·리포트�등을�이용해�일본어의�문장�표현이나�구성�등에�대한�조언을�받을�수�있습니다. 상급

※프로그램�및�실시�내용은�변경될�수�있습니다.

SUCCESS-Osaka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위탁사업) 에서는 
유학생의 일본 취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이�대학에서�공부하는�유학생이�대학�졸업·대학원�수료�후에�일본�사회에

서�활약하는�고급�외국인�인재로서�정착하는�것을�목적으로�SUCCESS-Osaka�

프로그램이�시작되었습니다.

유학생의�취직�지원�활동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습니다.

・일본에서�일하기�위해�필요한�‘비즈니스�일본어�교육’을�제공합니다.
・�일본의�비즈니스�관습·매너의�이해,�일본�기업·업계�연구,�일본에서의�취업준비
의�이해�등을�포함하는�‘커리어�교육’을�실시합니다.

・기업과�공동개발해�‘인턴십’�기회를�제공합니다.

해당�프로그램은�많은�기업·오사카부�등의�지방자치단체·주변�유력대학과�연계
해서�실시되고�있습니다.

●유학생의 1개월 평균 생활비
　(등록금/교재비�제외)

도쿄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

●지출 항목 내역（긴키 지방）

합계 89,000엔

주거비
35,000엔

식비
28,000엔

수도광열비
7,000엔

취미/오락비
6,000엔

교통비
4,000엔

보험/의료비
3,000엔

잡비
6,000엔

도쿄：100,000엔

긴키：89,000엔

출처:�2017년도�사비�외국인�유학생�생활�실태�조사(JASSO)

2020년도 
입학생부터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nsai-u.ac.jp/
Kokusai/from/support.
php?id=scholarship
에서 알려드립니다.

SUCCESS-Osaka 웹 사이트

http://www.kansai-u.ac.jp/Kokusai/
SUCCESS-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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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시스템이공학부�기계공학과에�소속되어�있으며,�기계에�인간의�움직임을�도입하는�기
술을�공부하고�있습니다.�또한�보다�안전성이�높은�기계를�만들기�위해�기계�기술뿐만�아니라�
인간의�행동,�반응이나�생각�등을�이해하기�위해�심리학도�배우고�있습니다.
　간사이�대학은�유학생�지원�체제가�잘�갖추어져�있습니다.�일본인�학생과�교류하는�계기
가�되는�국제�교류�이벤트�및�유학생을�위한�각종�세미나가�실시되고�있습니다.�취업서포트에�
‘SUCCESS-Osaka'라는�유학생�취업지원�프로그램이�있어�저도�참가하고�있습니다.�본�프로그
램을�통해�기업의�모니터�이벤트와�취직할�때�필요한�비즈니스�일본어�강좌를�수강하고�있습
니다.�또한�장학금도�받고�있어�알찬�학교�생활을�보내고�있습니다.
　장래에는�일본에서�좋은�보철물을�만드는�회사에�취직할�수�있도록�기계공학�기술뿐만�아
니라�일본인의�사고�방식과�문화에�대한�공부에도�힘쓰고�싶습니다.
　모르는�세계에�뛰어드는�것은�용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만�‘포기하지�않는다면�꿈은�
이루어진다!’고�믿고�끊임없이�도전하십시오.�간사이�대학은�‘되고�싶은�내�모습’을�추구할�수�
있는�환경이�갖추어져�있습니다.�여러분,�자신감을�가지고�노력하세요.

문학 연구과 종합인문학 전공 
석사과정 2년차

왕�린팅（王�琳娘停）　국가/지역：중국

　�저는�각국의�문화재를�통해�동아시아�각국�간의�이해와�교류를�심화시키는�박물관�학예원이�
되기�위해�간사이�대학�유학생�별과에서�문학�연구과로�진학했습니다.�박물관�학예원�자격�취득
을�목표로�강의를�듣고�공부하는�것�뿐만�아니라,�부전공으로�‘EU-일본학교육연구�프로그램’�과
목을�이수해�해외에도�눈을�돌려�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간사이�대학은�유학생,�일본인�학생을�불문하고�학생들이�활약할�수�있는�자리가�마련되
고�있습니다.�저는�간사이�대학�국제부�학생�스태프로서�창구�업무와�국제교류�이벤트의�기획�운
영에�참가해�간사이�대학의�국제화를�돕고�있습니다.�이�밖에도�간사이�대학�박물관에서도�학생�
스태프로�일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박물관의�접수�대응�및�해외에서�온�방문자에게�관내�안
내를�하고�있습니다.�이러한�경험은�알찬�학생�생활을�보낼�수�있게�해주는�것�뿐만�아니라�저�자
신도�성장시켜�줍니다.
　�또한�간사이�대학이나�외부�재단이�주체인�장학금을�받고�있으며,�제�꿈을�실현하기�위한�연구
에�집중하면서�학생�생활을�보내고�있습니다.　
　간사이�대학을�지망하는�유학생�여러분,�간사이�대학에서는�공부뿐만�아니라�국제적인�관점을�
익히고�학생끼리�서로�자극할�수�있는�기회가�준비되어�있습니다.
　꼭�간사이�대학에서�새로운�자신을�발견하시기를�바랍니다.

시스템이공학부
기계공학과 3학년

판�퉁이（潘��同毅）　국가/지역：대만

재학생 메시지 International Student message

Access Map

간사이 국제공항

간다이마에

다카쓰키

톤다
셋쓰톤다

다카라즈카 방면

산노미야 방면

산다 방면

가와라마치

센리추오

 

JR
교
토
선
 

니시 나카지마 미나미가타

덴진바시스지로쿠초메

한큐 고베선

한
큐
 

교
토
선

JR고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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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카

아와지

미나미가타쥬소

오사카
(우메다)

덴노지

미나미센리
국제플라자

센리야마캠퍼스

다카쓰키캠퍼스

다카쓰키 
뮤즈캠퍼스

게이한 본선

오사카공항

오사카국제
(이타미) 공항

미나미이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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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쓰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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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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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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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다 캠퍼스

데마치야나기

아마가사키

신오사카

Osaka

▪Tokyo▪Nagoya
▪NaraKobe▪

Kyoto
▪

센리야마캠퍼스

[대�학]

�법학부

문학부

경제학부

상학부

사회학부

정책창조학부

외국어학부

시스템이공학부

환경도시공학부

화학생명공학부

[대학원]

법학연구과

문학연구과

경제학연구과

상학연구과

사회학연구과

이공학연구과

외국어교육학연구과

심리학연구과

동아시아문화연구과

거버넌스연구과

법무연구과

회계연구과

Campus introduction
다카쓰키캠퍼스

종합정보학부
종합정보학연구과

다카쓰키 뮤즈캠퍼스

사회안전학부

사회안전�연구과

사카이캠퍼스

인간건강학부

인간건강연구과

미나미센리 국제플라자

유학생�별과
（일본어/일본문화교육프로그램�진학코스）

 우메다 캠퍼스

미래로�비약하는�간사이�대학인의�심벌이�
되는�도시형�거점입니다.
애칭은�"KANDAI�Me�RISE(간다이�미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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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간사이 
대학 홈페이지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정보
https://www.nyusi.kansai-u.ac.jp/admission/ao/index.html 
Ｅｍａｉｌ：rgs@ml.kandai.jp　

대학원입시정보
http://www.kansai-u.ac.jp/Gr_sch/ 
Ｅｍａｉｌ：grd-adm@ml.kandai.jp

유학생별과정보
http://www.kansai-u.ac.jp/ku-jpn/
Ｅｍａｉｌ：ku-jpn@ml.kandai.jp

 대학

 대학원

유학생별과

국제부
http://www.kansai-u.ac.jp/Kokusai/korean/
문의 ： https://www.kansai-u.ac.jp/
　    Kokusai/department/contact.php　　

 국제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봄학기�수업개시
●스프링페스티벌
●문화페스티벌

●대학승격기념일(6월5일)

●봄학기시험

●여름방학
●오픈캠퍼스

●가을학기�수업개시

●오픈캠퍼스

●학원축제
●대학창립기념일(11월4일)
●오픈캠퍼스

●입학시험
●졸업식
●봄방학

●가을학기시험

●입학시험

 ●겨울방학

●교육후원회�총회
●다카쓰키캠퍼스�축제

간사이 대학의 주요 연간 행사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11월
November

12월
December

1월
January

2월
February

3월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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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대학 무비

국제부
http://www.kansai-u.ac.jp/Kokusai/department/pr.php

KUMP
http://www.kansai-u.ac.jp/ku-smart

연구 브랜딩 사업

KU-ORCAS
http://www.ku-orcas.kansai-u.ac.jp/

Student Guide Japan은 
일본 유학의 기초지식을 담은 모든 유학 
희망자가 필독해야 할 책자입니다.

※�(Student�Guide�to�Japan은�독립행정법인인�일본유학지원기구가�
작성한�것입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https://www.jasso.go,jp/ryugaku/study_j/sgtj.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