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대학 응시】 

1. 시험종류
（1）종합형선발（Ⅰ기・Ⅱ기）（구 AO입시） 
（2）편입학선발（Ⅰ기・Ⅱ기） 
（3）종합형선발（Ⅰ기 또는 Ⅱ기）과 편입학선발（Ⅰ기 또는 Ⅱ기）을 복수지원 

2. 응시자격
（1）종합형선발（구 AO입시） 
  다음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⑤, 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학이 허가된 경우 
반드시 본 대학에로의 입학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2021년 3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② 보통과정의 12년 학교교육을 수료한 사람 및 2021년 3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③ 외국에서 12 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2021 년 3 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④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연령이 18 살에 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사람 
⑤ 재적하는 고등학교의 담임, 혹은 진로지도담당 교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이미
졸업한 학생은 필요하지 않음） 
⑥ 일본어능력시험 N2합격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2）편입학선발 
① 대학교졸업자（학사） 혹은 2021년 3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② 대학교에 2년이상 재학하고 소정단위（62단위이상）를 취득한 사람
③ 단기대학교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 혹은 2021년 3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④ 의료계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수업연한이 2 년이상으로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총수업시간이 1700 시간이상 또는 62 단위이상)을 수료한 사람 혹은 2021 년 3 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⑤ 대학교 등에서 자연과학분야(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를 이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일본어능력시험 N2합격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3. 시험일
① 종합형선발（Ⅰ기）・편입학선발（Ⅰ기）：2020년 10월 4일（일）
② 종합형선발（Ⅱ기）・편입학선발（Ⅱ기）：2021년 2월 23일（화）

4. 출원기간
① 종합형선발（Ⅰ기）・편입학선발（Ⅰ기）：2020년 9월 14일（월）～9월 30일（수）
② 종합형선발（Ⅱ기）・편입학선발（Ⅱ기）：2021년 2월 3일（수）～2월 17일（수）

5. 출원서류
（1）종합형선발 

①원서
②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③본 대학 양식의 조사서（고등학교가 작성）
④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사본 가능）
⑤수험표
⑥사진（4㎝×3㎝） 3장



（2）편입학선발 
①원서 
②대학교 등의 성적증명서（대학 등을 중퇴한 경우 재적기간증명서도 제출） 
③수험표 
④이력서 
⑤사진（4㎝×3㎝） 3장 

 
6. 입학검정료 

①종합형선발（Ⅰ기・Ⅱ기）：30,000엔 
②편입학선발（Ⅰ기・Ⅱ기）：30,000엔 

 ※종합형선발（Ⅰ기 또는 Ⅱ기）과 편입학선발（Ⅰ기 또는 Ⅱ기）을 복수지원하는 경우 
종합형선발의 검정료는 면제 

 
7. 시험과목 및 시간 

 종합형선발 편입학선발 
종합형선발과  

편입학선발을 복수지원 

8：15～접수 집합（8：40） 

집합（9：55） 

집합（8：40） 

9：00～10：00 

교양고사 
（영어・일본어 등의 

기초지식） 

교양고사 
（영어・일본어 
등의 기초지식） 

10：15～11：15 소논문 소논문 소논문 

11：30～12：30 면접（11：30～）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 

12：45～  면접 면접 

 
8. 합격발표일  
  ①종합형선발（Ⅰ기）・편입학선발（Ⅰ기）：2020년 10월 6일（화） 
  ②종합형선발（Ⅱ기）・편입학선발（Ⅱ기）：2021년 2월 25일（목） 
 
 
9. 수속기간 

①종합형선발（Ⅰ기）・편입학선발（Ⅰ기）：2020년 10월 7일（수）～10월 23일（금） 
②종합형선발（Ⅱ기）・편입학선발（Ⅱ기）：2021년 2월 26일（금）～3월 12일（금） 

 
10. 시험장 
  본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