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Kyot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n 2016, the Japan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ertified that Kyot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ully meets 
the requirements for universities.

 U N I V E R S I T Y OF
FOREIGN STUDIES 

KYOTO
캠퍼스 안내 2O21

한국어



Contents  내용

연혁  History

고도( 古都 ) 교토에 위치
Located in the ancient capital of Kyoto

해외 협정 대학
Overseas Partner Universities

학부·학과
Departments

국제공헌학부
Faculty of Global Engagement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Department of Global Studies

글로벌 관광 학과
Department of Global Tourism

외국어학부 일본어학과
Facul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유학생별과(유학생을 위한 일본어센터)
Japanese Studie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대학원
Graduate School

대학 데이터
University Data

재정 및 시설
Finances and Facilities

교토에서의 생활
Living in Kyoto

03
05

07 

09

10

11

13

15

17

19

20

21

22

01

니조조

02



토외국어대학교는 1947년 설립 이래 일본문화의 중심인 교토에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교는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언어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캠퍼스로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

History

May   1947

April  1950

April  1959

April  1966

April  1963

April  1967

April  1971

외국어학부 스페인어학과 설립

외국어학부 프랑스어학과 설립

외국어학부 독일어학과, 브라질 포르투갈어학과 설립

교토외국어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설립

교토외국어학교 설립

교토외국어단기대학 설립

교토외국어대학교 설립

외국어학부 영미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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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MUNDI
PER LINGUAS

school motto

언어를 통해 세계의 평화 를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학 설립자인 모리타 이치로와 모리타 

시즈코는 일본인의 외국어 역량의 향상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세계 평화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일본의 고도（ 古 都 ）인 교토에 본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본 대학의 교훈인 PAX MUNDI PER LINGUAS（언어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는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의미를 갖습니다. 

아 울 러  이  좌 우 명 은  다 양 한  언 어 와  문 화 를  배 우 고  전  세 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별한 평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전합니다.

Ichiro Morita Shizuko Morita

April  2004

April  1974

April  1980

April  1992

외국어학부 중국어학과 설립

유학생 별과 설립

외국어학부 일본어학과 설립

외국어학부 이탈리아어학과 설립 April  2020

대학원에 이언어・문화 전공 석사, 박사 과정 설립

외국어학부 국제교양학과 개설

국제공헌학부（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및 글로벌 관광 학과）설립

외국어학부 러시아어학과 설립

*이 책자는 2020년 3월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pril  2005

April  2010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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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Kinkaku-ji Temple

Ryoan-ji Temple

Ninna-ji Temple

Myoshin-ji Temple

Tenryu-ji Temple

Togetsu-kyo Bridge Uzumasa-Tenjingawa
Station

Kyoto Municipal Subway
Tozai Line

Kyoto Municipal Subway
Karasuma Line

Sanjo-dori
Street

Kyot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ijo-dori
Street

Kamo
River

Tenjingawa-dori
Street

Kawaramachi-dori
Street

Horikawa-dori
Street

Karasuma-dori
Street

JR Sagano Line

JR Kyoto Line

JR Tokaido Shinkansen

Nishioji-dori
Street

Gojo-dori
Street

Hankyu Railways
Kyoto Line

Shichijo-dori
Street

Nijo-jo Castle

Shijo Station

Kyoto 
kawaramachi

Station
Karasuma

Station

Karasuma Oike
Station

Kyoto
StationKatsura

Station

Koryu-ji Temple

Katsura
Imperial Villa

To-ji Temple

Arashiyama

Saiin
Station

Location Map

Karasuma
Oike

Uzumasa-
Tenjingawa

Osaka（ Itami）
International Airport

KyotoKansai 
International Airport

6 Kasame-cho, Saiin, Ukyo-ku, 
Kyoto 615-8558 JAPAN

공항버스로 약 55분

버스로 약 30분

지하철 가라스마선으로 약 6분
（세 번째 역에서 하차）

지하철 도자이선으로 약 8분
（네 번째 역에서 하차）

도보로 약 13분

JR 특급 하루카로 약 75분

교토외국어대학교

교토외국어대학교는 옛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수도인 교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교는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교토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외국 관광객을 학생들이 직접 통역하며 안내하는 
클럽 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토에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다양한 사원과 신사, 그리고 성과 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여러가지 전통 축제와 
의례들을 통해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도 교토에 위치
（ 古 都 ） 

Located in the ancient capital of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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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나지

아라시야마료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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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dad de Costa Rica

●  Universidad Católica Redemptoris
   Mater de Nicaragua
●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Nicaragua, Managua

●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The University of Sydney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Griffith University
●  Deakin University

●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  University of Georgia
●  Florida State University
●  Drexel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Eckerd College
●  Boston University
●  Georgetown University
●  University of Arkansas - Fort Smith
●  Truman State University

●  Douglas College
●  Huron University College
●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  Simon Fraser University
●  Trent University
●  University of Manitoba
●  University of Guelph
●  Saint Mary’s University
●  Centennial College 

●  University of Otago
● The University of Waikato

●  Pontifical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Universidad de Belgrano

●  Dublin City University 

●  Keele University
●  SOAS, University of London
（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  Oxford Brookes University
●  Newcastle University
●  University of Leeds
●  University of Cambridge, Hughes Hall 
●  University of Cambridge, Sidney Sussex College
●  University of Essex

●  Universidad Autónoma de Guadalajara
●  El Colegio de México
●  Universidad de Guanajuato
●  Universidad Iberoamericana Puebla
●  Universidad Iberoamericana León

●  Károli Gáspár Un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 in Hungary
● Eötvös Loránd University

● Universidad Católica Santa María la Antigua

●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Universidad de Cuenca

●  Universidad Rafael Landívar

●  University of Navarra
●  Universitat Autónoma de Barcelona
●  University of Salamanca
●  University of Valladolid
●  University of Cordoba
●  University of Santiago de Compostela
●  University of Castilla-La Mancha

● Universidad Tecnológica de El Salvador

●  Universidad de la Havana

* SAF（해외유학재단）
*대학명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대학교는 37개 국가 및 지역의 171개 대학 （SAF 제휴 대학 
포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 협정 대학
Overseas Partner Universities

해외 봉사활동
해외 인턴십
해외 현장 실습
일본어 및 일본문화 해외교육 실습
항공사 연수 프로그램

［ 해외 취업 및 협업 체험 프로그램 ］

교환 학생 프로그램 
해외 학기제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인정 해외 유학

［ 해외 장기 유학 ］

［ 해외 단기 유학 ］
연수 프로그램
UK 영어 프로그램
USA 영어 프로그램

University of Burgundy 불어 
연수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러시아어 연수

파나마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쿠바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KUFS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 외에도 해외 인턴십 및 현장 

실습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대학의 신뢰할만한 유학 지원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이 해외 

유학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해외 유학 및 네트워킹 -
37개 국가 및 지역의 171개 
대학과 교류 협정
* 2020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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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
●  University of Brasilia
●  University of São Paulo

●  Suratthani Rajabhat University
●  Mahasarakham University
●  Chiang Mai University

●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  University of Macau
●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Fudan University
●  Xi'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Sanda University
●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hanghai Normal University
●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 College of Humanities & Sciences of
   Northeast Normal University
●  Shanghai Industry & Commerce Foreign
   Language College
●  Tongji University
●  Zhongkai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Engineering
●  Zhejiang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Dongfang College
●  Nantong Normal College
●  Southwest University

●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National Kaohsi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  Soochow University

●  국립 인천 대학
●  부산 외국어 대학
●  한국 외국어 대학
●  단국 대학

●  Universiti Sains Malaysia

●  Hanoi University
●  FPT University

●  University of Turin
●  University of Naples “L'Orientale”
●  University of Florence
●  University of Bologna
●  University for Foreigners of Perugia
●  The University of Milan
●  University for Foreigners of Siena

●  University of Zurich

●  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Université Catholique de I'Ouset
●  University of Burgundy
●  Sciences Po
●  Jean Moulin Lyon 3 University
●  EMBA-ISUGA University

●  University of Coimbra

교토외국어대학교는 아시아 태평양 대학-커뮤니티 연합 네트워크（APUCEN）의 

회원입니다. APUCEN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의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APUCE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학/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PUCEN 회원들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교토외국어대학교와 국립 말레이시아 과학 대학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열린APUCEN이 후원하는 국제회의인 UCEC（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Conference）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  University of Mannheim
●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  University of Cologne
● University of Bayreuth

●  University of Salzburg 

［USA］ ● American University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anada］ ● University of Calgary

［UK］ ● University of Westminster
　　　　　● University of Oxford, St Anne’ s College
　　　　　● University of Edinburgh

［Ireland］ ● University College Dublin

［Germany］ ● Leipzig University

［Spain］ ● Universidad de León

●  University of Mons
●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  University of Liége

●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 Moscow City University
●  The 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ic Administration
●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 Irkutsk State University

●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37개 국가 및 지역의 171개 협력 대학

학생들은 해외 협력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F［ 해외유학재단 ］
협력 대학（부분 목록）

APUCEN
（아시아 태평양 대학 커뮤니티 연합 네트워크）

브라질

포르투갈

독일

오스트리아

*2019년 4월 현재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타이완

대한민국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네덜란드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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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부

국제공헌학부

유학생 별과

학부 ·학과
Departments

영미어학과

스페인어학과

프랑스어학과

독일어학과

브라질 포르투갈어학과

중국어학과

이탈리어학과

일본어학과 P.15

P.17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P.11

글로벌 관광 학과 P.13

러시아어학과 *2020년 4월 개설

10

본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구축 및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학생, 교사 및 교직원을 지역 및 전세계 지역 사회와 
연결해 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실습 훈련의 차원을 넘어 강의실에서의 이론 학습을 현실 사회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도전들은 매우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때때로 모든 노력이 좌절되기도 하고, 부분적인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통해 세계 평화와 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류가 직면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학문적 프레임워크의 
일부로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국제 협력 코스 및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양쪽에 관련된 전문 
과목은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들의 영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본 대학의 설립 철학인 ‘PAX MUNDI PER LINGUAS’
(언어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에 대해 배우고, 이 학과에서 공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틀을 갖추게 되며, 적절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기를 증진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영어로 공부하고 해외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배양합니다.

학생들의 일본어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의 전통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지역 문화의 통합에 의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 식 과  실 용 적 인  기 술 을  개 발 할  수  있 도 록  돕 기  위 해  고 안 된  
통합적인 학습 프레임풔크의 일부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은 관광 비즈니스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과 기본 이론의 이해를 습득하고 관광 업계에서 순조롭게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통합적인 학습 프레임풔크의 일부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광 정책 코스 및 관광 비즈니스 코스 양쪽에 관련된 전문 과목들은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들의 영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본 대학의 설립 철학인 ‘PAX MUNDI PER LINGUAS’
(언어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에 대해 배우고, 이 학과에서 공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틀을 갖추게 되며, 적절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기를 증진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해외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필요한 수준까지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이 보다 실용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도록 돕고,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2외국어 및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적인 언어 이해와 통찰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실용적인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과 적절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과목들은 유학생 및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일본 사회, 체제, 문화 및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전공과목

외국어 과목

지역사회 참여 www.kufs.ac.jp/faculties/ge/community_engagement.htmlURL

교양 과목

일본학 인스티튜트 과목

핵심과목

국제협력 코스 과목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과목

코스 공통 과목

영어 세미나 과목

일본어 세미나 과목

핵심과목

관광 정책 코스 과목

관광 비즈니스 코스
과목

코스 공통 과목

영어 세미나 과목

일본어 세미나 과목

영어 강화 과목

제2외국어 과목

제3외국어 과목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글로벌 관광 학과

이 과목은 일본어 전공과목 수강과 일본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그리고 졸업논문 작성과 졸업리서치에 필요한 수준까지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B e  a  C h a n g e m a k e r

www.kufs.ac.jp/en/ge/index.htmlURL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국제협력 코스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글로벌 관광 학과 
관광 정책 코스
관광 비즈니스 코스

Faculty of Global Engagement

국제공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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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관계, 경제 및 회계 등의 

과정을 수강하고 전 세계 학생들과 영어로 그룹 워크를 

수행하며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합니다. 모든 전문학과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양 과목은 일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인문과학(이문화간 이해 등) 및 

사회과학(국제관계론, 경영학 등)의 통합을 통해 국제 

무 대 에 서  경 쟁 력 을  갖 추 고 자  하 는  학 생 들 이  자 신 의  

경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이 프로그램은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적 문제를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관계론, 

개도국 원조, 환경문제, 국제 경제, 마케팅 등의 과정을 통해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모의 유엔" 및 "지역 사회 참여 워크샵" 등과 같은 

수업을 통해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과학 

분야의 교육 및 실무 기술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경험해 보십시오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학과의 목적은 
이런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즉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량과 폭넓은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2학년부터 세계 평화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연마하기 위한 ‘국제협력 코스’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량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될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교육 및 실무 능력으로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공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영어로 습득

Department of Global Studies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www.kufs.ac.jp/faculties/ge/global_studies.htmlURL

*Possible to graduate solely through courses conducted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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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은 학생들이 높은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폭넓은 직업군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의 학업(예: 
경영학, 경제학, 조직 이론)을 우수하게 마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관계 및 국제 협력 같은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NPO/NGO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해 졸업 후 국제 기구에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취업 목표 분야

정부 및 관공서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방정부 글로벌 기업 언론사

*아래 표에는  일부의 과목만 표시됩니다. 

［ 교수］ [전공분야]

Atsuhito KUROZUMI

Gustavo TANAKA

Jay KLAPHAKE

Kevin RAMSDEN

Kumiko NEMOTO

Toshitaka TAKEUCHI

응용경제학, 에너지 경제학

회계 경영

법과 협상

국제교육

젠더, 사회학, 경영 및 노동 연구

국제관계, 안보, 게임이론

[조교수] [전공분야]

Aaron CAMPBELL

David Taylor

Ryohei NAKAGAWA

Takaaki MIYAGUCHI

TEFL, 온라인 학습 

글로벌 비즈니스 관리, 마케팅・소비자행동

일본경제와 경영 

국제개발협력, 환경정책

Ryohei KAGEURA 철학 및 윤리, 사상사

[강사] [전공분야]

교양 과목

일본어 세미나 과목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영어 세미나 과목

영어 강화 과목

제2외국어 과목 

일본학 인스티튜트 과목

자유 선택

Global Engagement
Global Engagement and Peace（S）
Model United Nations
Contemporary Global History
Introductory Seminar Ⅰ・Ⅱ
Introduction to Economics
Digital Literacy
Community Engagement Workshop Ⅰ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sues in Global Economy and Busi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intro. 
to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Energy Affairs
Security Studies
Introduction to Marketing
Career Development

Digital Communication
Global Negotiation
International Trade
Gender and Leadership

Strategic Cost Management
Topics on Labor and Management
Japan-US Relations and East Asia

Community Engagement Workshop Ⅱ
Statistics
Community Engagement S1～S6

English Communication for Global Studies Ⅰ・Ⅱ
Academic Writing for Global Studies Ⅰ・Ⅱ

TOEIC Intensive Ⅰ・Ⅱ
Intermediate IELTS Workshop

Introduction to Global Business
Ethics for Global Busines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thics for Peace Design

Global Business Seminar Ⅰ・Ⅱ
Corporate Finance

Peace Design Seminar Ⅰ・Ⅱ
Global justice

Global Business Seminar Ⅲ・Ⅳ
Graduation Thesis／Project B

Peace Design Seminar Ⅲ・Ⅳ
Graduation Thesis／Project A

Academic Writing for Global Studies  Ⅲ

Current Japan and Tradition／Japan Pop Cultures／Japanese Economy／Japanese History／Destination Kyoto／Religions in Japan

전문 과목, 외국어 과목, 교양 과목, 일본학 인스티튜트 과목, 글로벌 관광 학과의 전문 과목 중 일부(2년차 이후), 외국어 학부의 수업 과목 중 일부(2년차 이후)

국제협력 코스 과목

코스 공통 과목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과목

핵심 과목

전문 과목

외국어
과목

일본어Ⅰ-1~Ⅳ-2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이수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 한가지 선택

제3외국어 과목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터키어, 인도어, 타이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중 한가지 선택

TOEIC Intensive Ⅲ・Ⅳ
Advanced TOEIC Workshop Ⅱ

4년차3년차2년차1년차

지역·문화 영역
철학 / 세계사A-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영역
정치학 / Public Diplomacy / 일본국 헌법

자연·인간과학 영역
리더십 개론 / 글로벌 환경론

커리어 형성 영역
Interactive Webpublishing（PBL）

지역·문화 영역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Practice I・II / 
현대 북미 사정Ⅰ / 팝컬처론

사회과학 영역
국제법 / 국제경제학 기초 / 국제안보론 
/ 국제정치사Ⅰ∙Ⅱ / 모의 유엔회의
(PBL) / 외교전략론Ⅰ∙Ⅱ

자연·인간과학 영역
다문화 이해와 인권 / 글로벌 리더십 / 
Environmental issues / 다문화 공생(PBL) / 
도시와 환경

커리어 형성 영역
일본의 제조업(PBL) / NGO∙NPO 
활동론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창업과 
창업 문화 / 자원봉사 활동론

지역∙문화 영역
교토연구 프로젝트(PBL)

PBL : 프로젝트 중심 수업（Project 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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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교류형 새로운 
관광 산업을 배워보십시오

이  학 과 의  특 징  중  하 나 는  다 문 화  교 류 라 는  광 범 위 한  관 광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행사, 호텔, 항공 산업과 같은 전통 관광 산업을 
연구하는 것 외에도 음식 관광, 종교 관광 및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가 어떻게 교류를 위한 경험과 기회로 기능해야 할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관광, 지역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관광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관광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본 대학은 국제 관광 도시인 교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 생 들 은  지 역 사 회  참 여 ( 학 부  필 수 과 목 )  외 에  교 토 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대학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토의 역사’ , ‘교토 생산품에 
담긴 개념’ , ‘관광 조사 연구 방법론’등의 과목에서 공부한 
내 용 을  교 토 의  거 리 라 는  교 실 을  통 해  더 욱  생 생 하 게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토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현장실습2

본 코스는 여행, 호텔 및 항공산업과 같은 기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교류 
형태의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관광학, 정책 과학, 환경 연구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한 관점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두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광 정책을 문화정책의 한 형태로 연구하는 ‘관광 정책 코스’와 학생들이 일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광 비즈니스 코스’입니다.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Most of the classes are given in Japanese.

Department of Global Tourism

글로벌 관광 학과
*Most of the classes are given in Japanese.

www.kufs.ac.jp/faculties/ge/global_tourism.html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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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는 여행사, 호텔, 항공사, 그리고 접객업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관광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식품 관광, 생태/녹색 관광, 종교 관광 및 스포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조건이 개발되고 있으며 관광을 연구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 기관, 그리고 NPO/NGO 등은 졸업생들에게 중요한 취업분야가 될 것입니다.

취업 목표 분야

관광 관련 기관 지방 정부정부 및 관공서 세계관광협회 등
국제기구 언론사친환경

글로벌 기업

*아래 표에는 일부의 과목만 표시됩니다.

교양 과목

일본어 세미나 과목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영어 세미나 과목

영어 강화 과목

제2외국어 과목 

일본학 인스티튜트 과목

자유 선택

TOEIC Intensive Ⅰ・Ⅱ
Intermediate IELTS Workshop

Current Japan and Tradition／Japan Pop Cultures／Japanese Economy／Japanese History／Destination Kyoto／Religions in Japan

전문 과목, 외국어 과목, 교양 과목, 일본학 인스티튜트 과목,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의 전문 과목 중 일부(2년차 이후), 외국어 학부의 수업 과목 중 일부(2년차 이후)

관광 정책 코스 과목

코스 공통 과목 

관광 비즈니스 코스 과목

핵심 과목

전문 과목

외국어
과목

일본어Ⅰ-1~Ⅳ-2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이수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 한가지 선택

제3외국어 과목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터키어, 인도어, 타이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중 한가지 선택

TOEIC Intensive Ⅲ・Ⅳ
Advanced TOEIC Workshop Ⅱ

4년차3년차2년차1년차
Global Engagement
Global Engagement and Peace （T）
글로벌관광 개론
교토 문화 개론
Community Engagement Workshop Ⅰ
경영학 개론
경제학 개론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론A∙B

관광사회학
관광인류학
관광지리학
다언어 관광론
관광 조사∙연구법
교토의 역사

인바운드 관광 비즈니스
호텔사업론
Game Based Tourism
지속 가능한 관광

스포츠 관광
관광 관련 법규
관광도시 조성 실천Ⅰ∙Ⅱ(PBL)
관광경영론

Community Engagement Workshop Ⅱ
글로컬 지역 연구A·B
Community Engagement T1～T8

IELTS & TOEFL Preparation
Communication Skills for Fieldwork Research

관광 마케팅
항공사 비즈니스

Kyoto Introduction Methods
회계학 입문

관광행정·정책론
New Media Lab

New Media Marketing in Tourism
관광도시 조성론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세미나Ⅰ∙Ⅱ
서비스 이노베이션론

지역진흥론 / MICE론
글로벌 관광 정책 세미나Ⅰ∙Ⅱ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세미나 Ⅲ∙Ⅳ
졸업논문 또는 졸업연구 B

글로벌 관광 정책 세미나Ⅲ∙Ⅳ
졸업논문 또는 졸업연구 A

Communication Skills for Tourism
Hospitality English Ⅱ

English Workshop for Tourism Ⅰ・Ⅱ Destination Studies Ⅰ・Ⅱ

지역·문화 영역
철학/세계사A-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영역
정치학 / Public Diplomacy / 일본국 
헌법

자연·인간과학 영역
리더십 개론 / 글로벌 환경론

커리어 형성 영역
Interactive Webpublishing（PBL）

지역·문화 영역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Practice I・II / 
현대 북미 사정Ⅰ / 팝컬처론

사회과학 영역
국제법 / 국제경제학 기초 / 국제안보론 
/ 국제정치사Ⅰ∙Ⅱ / 모의 유엔회의
(PBL) / 외교전략론Ⅰ∙Ⅱ

자연∙인간과학 영역
다문화 이해와 인권 / 글로벌 리더십 / 
Environmental issues / 다문화 공생(PBL) / 
도시와 환경

커리어 형성 영역
일본의 제조업(PBL) / NGO∙NPO 
활동론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창업과 
창업 문화 / 자원봉사 활동론

지역∙문화 영역
교토연구 프로젝트(PBL)

PBL : 프로젝트 중심 수업（Project Based Learning）

[교수] [전공분야]

DAI Zhike

Hideo YOSHIKANE

Hiroshi MINAMI

Jeff BERGLUND

Kazuki HARA

Kikuko YUI

Shigeru FUJIMOTO

사회 정보학, 지역연구(중국어권), 국제 관광 연구

관광 사회학, 관광 기반 지역사회 건설, 생태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연구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관광학, 관광 교육, 철학, 사회 이론

일본어 교육, 의미론

국제 공공 경제학, 국제 정치 경제학, 안전보장의 수적 분석

Shunichi NOZAKI

Yuichi HIROOKA

[조교수] [전공분야]

Eric HAWKINSON

Kotaro MURAYAMA

Naoko FUJIKURA

Sachiko KAWAKAMI

학습기술

역사 과학, 일본 근세사, 의례 연구, 제국 법원 연구

자격증 영어, 여성학, 미국 문화 연구

문화 인류학, 이민 연구

식품 관광, 서비스 혁신, 사업 계획

관광 연구, 여행 계약, 여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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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일본어학과
www.kufs.ac.jp/en/faculties/japanese/index.htmlURL

외국어학 부

*All the classes are given in Japanese.

새로운 일본 문화의 창조와 발신
서 로  다 른  재 료 의  융 합 과  새 로 운  
관 점 으 로 부 터 의  창 조 를  의 미 하 는  
‘새로운 일본 문화의 창조와 발신’은 일본 
문 화 에  대 한  이 해 의  기 초 입 니 다 .  이  
학과공부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를 면밀히 
다 룰  수  있 는  능 력 을  함 양 하 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일본어 역량 함양
학생들은 일본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획 득 하 기  위 해  철 저 한  일 본 어  교 육 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지향의 일본어 교사 연수

일본어학과에서 필수 과목을 마친 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립 및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을 
취 득 할  수  있 습 니 다 .  향 후  일 본  국 제  협 력 단 ( J a p a 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일본 국제 교류 
기금(Japan Foundation)과 일본 해외 협력 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의 일본어 파트너 
프로그램(NIHONGO Partners Program)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학생들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정규 코스를 통해 일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올바른 일본어 사용방법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통문화에서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화가 광범위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속 창출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학생들은 일본 학생과의 학습과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일본 
학생들은 자신의 분야에 적합하게 심화시키고 특성화된 일본어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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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S ］

［ 커리큘럼 ］

전문 과목(필수)

제2외국어 과목

외국어 강화 과목

제3외국어 과목

일본어 집중, TOEIC 집중 대책 등

제2외국어 외 18개 언어 중 선택

세계와 일본Ⅰ∙Ⅱ

전문 특별 세미나
과목

졸업 선택
(필수)

커리어 스터디
과목군

글로벌 연구 세미나Ⅰ∙Ⅱ 글로벌 연구 세미나Ⅲ∙Ⅳ

글로벌 스터디
과목군

[영역 A∙B]
*발췌

일본-유럽 비교 문명론 일영 대조 언어학 현대 일본 사회와 전통 문화Ⅰ∙Ⅱ

졸업논문 또는 졸업연구

4년차3년차2년차1년차

핵심

전개

일본어학의 기초 지식Ⅰ∙Ⅱ
일본 문화의 기초 지식Ⅰ∙Ⅱ
일본어 교육의 기초 지식Ⅰ∙Ⅱ

일본 근대문학Ⅰ∙Ⅱ
일본어 역사Ⅰ∙Ⅱ
언어학 개론Ⅰ∙Ⅱ

한문학Ⅰ∙Ⅱ
일본의 전통 문화Ⅰ∙Ⅱ

서예Ⅰ∙Ⅱ
교토 연구Ⅰ∙Ⅱ

일본어학 특론Ⅰ∙Ⅱ
일본 문학 특론Ⅰ∙Ⅱ

일본 문화 특론Ⅰ∙Ⅱ
실천 일본어 교육 1~3

일본어 교육 실습Ⅰ∙Ⅱ
일본어 자격검정시험

국내외일본어 교단 실습
편입학시 인정 과목

일본과 중국 비교 문학Ⅰ∙Ⅱ
한자문화론Ⅰ∙Ⅱ
일본 문화와 종교
교토 전통 공예 연구Ⅰ∙Ⅱ

현대 일본어 연구 세미나Ⅰ∙Ⅱ
일본 문학 연구 세미나Ⅰ∙Ⅱ
일본 문화 연구 세미나Ⅰ∙Ⅱ
일본어 교육 연구 세미나Ⅰ∙Ⅱ
대조연구 세미나Ⅰ∙Ⅱ
국어 교육 연구 세미나Ⅰ∙Ⅱ

현대 일본어 연구 세미나Ⅲ∙Ⅳ
일본 문학 연구 세미나Ⅲ∙Ⅳ
일본 문화 연구 세미나Ⅲ∙Ⅳ
일본어 교육 연구 세미나Ⅲ∙Ⅳ
대조연구 세미나Ⅲ∙Ⅳ
국어 교육 연구 세미나Ⅲ∙Ⅳ

세계사A‒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세계사B‒문화에 주목하여
세계사C‒지역 교류에 착안하여
이문화 이해를 위한 인류학
세계 속 일본어Ⅰ∙Ⅱ

‘생활∙환경’, ‘교육’, ‘서비스∙호스피탈리티’, ‘정보∙미디어’, ‘비즈니스∙매니지먼트’, ‘공공정책’
6가지 코스 중 한가지 선택

영역
A

영역
B

11개 언어 중 선택

［ 교수］ [전공분야] [전공분야]

[전공분야]
Masako SAKAGUCHI 일본어, 일본어 교육

Atsushi MORI

Kumiko NAKANISHI

Michiharu TANAKA

PON Fei

Shinichi SASAKI

Takuma NAGAHAMA

Yoshio NAKAGAWA

현대 일본문학

일본어 교육, 일본어 교습 실습

[조교수]

［ 교수］
일본어, 일본어 교육

일본어 교육, 현대 일본어, 화용론

일본어 교육, 일본어

일본어와 중국어, 일본과 중국의 문화비교

문화 인류학, 민간 종교, 소비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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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에서는 유학생에게 9단계의 일본어 강좌를 비롯한 다도, 이케바나(꽃꽂이), 교겐（狂言）, 서예 등의 실습을 통해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일본어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스터디 투어와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를 
체험하면서 일본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대학은 다도, 이케바나(꽃꽂이), 서예, 교겐（狂言）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와 실습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각 전통의 역사를 배우고, 실용적인 기량을 함양하며, 
공연관람과 직접적인 체험 등을 통해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코스는 일본어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의 전통과 문화

［ 특별 관심분야 ］일본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연 2회의 견학

견학은 유학생과의 교류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연2회, 봄, 가을에 있습니다.

www.kufs.ac.jp/en/faculties/overseas/index.htmlURL

Japanese Studie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별과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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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LEVEL2 LEVEL3 LEVEL4 LEVEL5 LEVEL6 LEVEL7 LEVEL8 LEVEL9

낮은 초급에서 
초급 레벨

높은 초급에서 
낮은 중급 레벨 낮은 중급 레벨 낮은 중급 레벨 낮은 중급 레벨 중간 중급 레벨 높은 중급 레벨 높은 중급에서 

낮은 고급 레벨 고급 레벨

[커리큘럼]

종합 일본어 수업은 학생들의 일본어 레벨에 따라 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레벨은 1에서 9까지이며 이는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토대로 합니다. 입문 레벨은 4가지 영역을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지만 다른 레벨에서는 말하기와 듣기를 
공부하는 클래스와, 읽기와 쓰기를 공부하는 클래스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필수과목

선택 과목에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따라 3~5개가 있습니다. 개설된 과목은

선택과목

1. 작문, 한자, 그리고 문법
각 코스는 초급, 중급 및 고급 레벨로 구분되며 필수 과목(종합 
일본어)을 보완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2. 특별 수업
6개의 수업은 일본어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입니다. 
고급 레벨 수업은 고급 문법과 함께 일본 고유의 문화와 일본어 
영화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3. 일본어 능력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4. 전통과 문화, 역사, 문학, 정치, 경제와 서예
각 분야, 특히 일본의 시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5. 수학, 영어, 일본과 세계
일본 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 입학을 위해 일본 유학 시험
(EJU) 준비를 돕습니다. 

교토외국어대학교의 단기 프로그램은 독특하고 평화로운 역사, 교육의 도시인 교토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 한  폭 넓 은  지 식 을  얻 고 자  하 는  학 생 들 을  위 한  것 입 니 다 .  이 러 한  단 기  집 중  일 본 어  프 로 그 램 은  
교토외국어대학에서 제공합니다. 교토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교토에서 경험하는 일본의 여름

S h o r t  P r o g r a m s www.kufs.ac.jp/en/faculties/shortprogram/index.htmlURL

이  단 기  유 학  프 로 그 램 은  매 력 적 이 고  

역사적이며 학술적인 도시, 교토에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면서 일본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19

www.kufs.ac.jp/en/faculties/graduateschool/index.htmlURL

대학원 Graduate School
외국어대학원, 교토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교토외국어대만의 장점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연구를 통해 국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교육자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와 문화 코스와 언어교육 코스에서는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과목, 커뮤니케이션 과목 및 실용과목이 개설됩니다.

외국어와
문화 전공

[석사 과정]
2년

[학위수여]
언어와 문화 석사 학위

[등록 정원]
40

외국어와 문화 코스

언어교육 실습 코스

언어 및 문화 전공

언어교육 전공

외국어 단기 대학은 2년제 야간 대학 프로그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다각화된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고등 교육과 고용, 그리고 유학 등의 
미래지향적 안목을 갖춘 실용적 역량(경력강화를 위해)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대학은 학생들 각자의 생활 방식이나 목표에 맞게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도록 단위 학점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본 대학은 학생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회인을 위한 영어학과, 교토 외국어 단기대학

비즈니스 코스 아카데미 코스

교토 외국어 전문대학
영미어 코스뿐만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및 일본어(일본어 교사 개발)와 같은 아시아 언어 코스를 제공하는 
전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2년 내에 언어 능력 함양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4가지 언어 능력 
개발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스]
● 영미어  ● 중국어  ● 한국어  ● 동남아시아어   ● 일본어

교토 가이다이니시 고등학교
교토 가이다이니시 고등학교는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클럽 활동과 더불어 ‘간사이 고등학교 모의 UN’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회의를 시뮬레이션하고 국제 정치 시스템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게 됩니다. 
[코스]
● 대학 진학 코스  ● 국제 문화 코스  ● 일반 학업 코스  ● 스포츠 코스

외국어와 문화 코스에서는 영미 지역, 유럽 및 중남미 지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학생들은 영어와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 기량을 함양합니다.

학생들은 고급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체계를 연구합니다.

이 코스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어/일본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박사 과정]
3년

[학위수여]
언어와 문화 철학박사(Ph.D.)

[등록 정원]
3

부속 학교 Affiliated Schools

2020

나라 및 지역별 대학 유학생 수

University Data

*2019년 기준 5월 1일 기준

* 교토 외국어 전문대 학생과 대학원생들 제외

현재 총 31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302 명의 유학생이
교토 외국어 대학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학생수 ］

총 4,458명 (남학생: 1,649명, 여학생: 2,809명)
[국제공헌학부]
● 글로벌 스터디즈 학과: 307명
● 글로벌 관광학과: 399명

[외국어학부]
● 영미어학과: 1,879명 ● 스페인어학과: 271명 ● 프랑스어학과: 233명
● 독일어학과: 228명 ● 브라질 포르투갈어학과: 235명 ● 중국어학과: 308명
● 일본어학과: 253명 ● 이탈리어학과: 233명 ● 국제 교양학과: 89명
● 러시아어학과: 23명

*2020년 5월 1일 현재

[교직원수] 

● 교수: 75명 (외국인: 19명)　● 조교수: 33명 (외국인: 11명)　● 강사: 32명 (외국인: 12명)

*2020년 5월 1일 현재

대학 데이터

중국호주

독일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아르메니아 벨기에 브루나이 불가리아 쿠바

멕시코이탈리아인도네시아헝가리 카자흐스탄 네팔

한국러시아 스페인필리핀 폴란드 스리랑카

베트남태국 영국 미국대만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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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시설

교 토 외 국 어 대 학 교 는  학 생 들 의  학 업  동 기 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 KUFS 유학생 지원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KUFS 성적우수 장학금 ]
・모리타 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동창회 "빛나는 별이 되는 학생" 장학금
・학부모회 장학금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등록금 인하 제도

［ 시설］

▶ 랭귀지 센터
행귀지 센터는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식 일본어 수업(수준 및 능력별), 일본어 회화 프로그램, 기타 선택사항 등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 능력에 대해 일본어 및 영어 1:1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센터는 일본 국내외 지역사회와 함께 네트워크 거점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등을 비롯하여 활동 
파트너와의 협업 및 위기관리 업무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며 대학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의 한층 
더 높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커뮤니티 참여 센터

（1） 2년차부터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230,000엔과 위원회 및 학생회 입회비를 제외한 대리수납료 14,000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공헌학부의 등록금은 3학기부터 학기당 35,000엔씩 인상됩니다.
*국제공헌학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목적지에 따라 대략 50,000~400,000엔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2） 졸업하는 해에는, 졸업앨범비 20,000엔과 동창회 가입비 및 평생회비 30,000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2년차 등록금 및 대리수납료 :

* 꽃꽂이, 다도, 서예 등의 비용은 별도.

420,000엔

300,000엔

유학생 별과

등록금 및 대리수납료

1학기째

2학기째

1,460,000엔
국제공헌학부

외국어학부

1년차

등록금 및 대리수납료

［ 수업료］

참조 : 2020학년도 등록금 및 대리수납료

Finances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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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1） 국민건강보험(의무사항)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市・町・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종류의 의료비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병원 또는 치과 비용 중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거주 지역 및 전년도 소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약 18,000엔의 비용이 듭니다.

（2） 학생사고상해보험(자동가입)
이 보험은 수업 중 또는 과외 활동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3） 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재단법인 교토시 국제교류협회는 교토시 소재 대학 및 전문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토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입니다. 보조금은 월 700엔입니다.

［ 일본의 아르바이트 ］

일본 정부는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은 학생에 대해 주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수업을 결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재정적 문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갖추고 일본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월 단위로 지불합니다. 다음은 교토시의 평균 월세입니다.

［ 숙소 및 생활비］

숙소는 학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소 종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아파트에는 주방, 화장실, 욕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방만 빌리고 주방, 화장실, 욕실은 다른 세입자와 공유하는 형태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 
근처에 있는 공중목욕탕을 이용합니다.

방 임대 계약이 체결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敷金, 시키킨), 사례금(礼金, 레이킨)을 일괄 지불해야 합니다. 
시키킨(임차보증금 또는 예치금) :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시키킨은 방을 비울 때 임대료 연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킨(사례금):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환급성 수수료.
* 시키킨과 레이킨을 합한 금액은 월 임대료 2~6개월치에 해당합니다.

* 일본의 대다수 아파트에는 가구 및 냉방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 일본의 일반적인 방 크기는 다다미판 6개 크기입니다(9㎡). 다다미판 하나의 크기는 대략 가로 180cm, 세로 90cm입니다. 일본에서 방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방 안의 다다미판 수로 측정합니다.

* 공동 서비스 요금이란 세입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 KUFS 방 검색 포털 사이트：https://www.kk-choei.co.jp/globalportal/kufs/

비용

객실의 유형

임차보증금( 敷金 , 시키킨)・사례금( 礼金 , 레이킨)

교토에서의 생활
Living in Kyoto

숙소1

교토의 월평균 생활비는 임대료를 포함해 약 150,000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려면 생활비로 약 1,800,000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원자는 일본유학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2

아파트

주방, 욕실, 화장실이 딸린 방.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에는 침구, 
기타 편의시설 및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파트보다 
높은 편입니다. 방에 구비된 비품이 많을수록 임대료는 더 비쌉니다.

원룸 맨션

원룸 맨션방 종류 아파트
방

방 + 주방

방 + 주방 + 화장실

방 + 주방 + 화장실 + 욕실

공동 서비스 요금

￥20,000 엔 이상

￥30,000 엔 이상

￥40,000 엔 이상

￥45,000 엔 이상

약 ￥5,000 엔

-

-

-

￥50,000 엔 이상

약 ￥5,000 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