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마츠모토 치과대학 입학시험 개요（한국） 

【한국 응시】 

1. 시험종류
（1）유학생선발（A・B） 
（2）유학생선발（C・D）〔일본유학시험(EJU)이용〕 
（3）편입학선발（A・B） 
（4）유학생선발（A 또는 B）과 편입학선발（A 또는 B）을 복수지원 

2. 응시자격
（1）유학생선발（A・B）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①～③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 

① 12 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사람

② 2021년 3월 31일까지 연령이 18살에 달하는 사람
③ 일본어능력시험 N2합격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2）유학생선발（C・D）〔일본유학시험(EJU)이용〕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①～④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 

① 유학생선발（C）는 2018 년 11 월부터 2020 년 6 월까지, 유학생선발（D）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 （해외실시
포함）하는 일본유학시험(EJU)에서 본 대학이 지정하는 교과・과목（일본어・수학・

이과）을 응시한 사람
② 12 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사람
③ 2021년 3월 31일까지 연령이 18살에 달하는 사람
④ 일본어능력시험 N2합격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3）편입학선발（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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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선발（A）・편입학선발（A）：2020년 7월 25일（토）
② 유학생선발（B）・편입학선발（B）：2020년 12월 12일（토）
③ 유학생선발（C・D）는 개별시험 없음

4. 출원기간
① 유학생선발（A）・편입학선발（A）：2020년 7월 6일（월）～7월 19일（일）
② 유학생선발（B）・편입학선발（B）：2020년 11월 16일（월）～12월 6일（일）
③ 유학생선발（C）：2020년 9월 7일（월）～9월 25일（금）
④ 유학생선발（D）：2021년 1월 6일（수）～1월 18일（월）



5. 출원서류 
（1）유학생선발（A・B） 

①원서 
②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③본 대학 양식의 조사서（고등학교가 작성） 
④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사본 가능） 
⑤수험표 
⑥이력서 
⑦사진（4㎝×3㎝） 3장 

（2）유학생선발（C・D） 
①원서 
②일본유학시험의 수험표 혹은 성적통지서（사본） 
③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④본 대학 양식의 조사서（고등학교가 작성） 
⑤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사본 가능） 
⑥수험표 
⑦이력서 
⑧사진（4㎝×3㎝） 3장 

（3）편입학선발（A・B） 
①원서 
②대학교 등의 성적증명서 
③수험표 
④이력서 
⑤사진（4㎝×3㎝） 3장 

 
6. 입학시험 검정료 

①유학생선발（A・B）：30,000엔 
②유학생선발（C・D）：15,000엔 
③편입학선발（A・B）：30,000엔 

 ※유학생선발（A 또는 B）과 편입학선발（A 또는 B）을 복수지원하는 경우 유학생선발의  
검정료를 면제 

 
 7. 시험과목 및 시간 
（1）유학생선발（A・B）・편입학선발（A・B） 

 유학생선발 편입학선발 
유학생선발과 

편입학선발을 복수지원 

8：30～접수 집합（9：10） 

집합（10：25） 

집합（9：10） 

9：30～10：30 

교양고사 
（영어・일본어 등의 
기초지식） 

교양고사 
（영어・일본어 등의 
기초지식） 

10：45～11：45 소논문 소논문 소논문 

12：00～13：00 면접（12：00～）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 

13：15～  면접 면접 

 



 
（2）유학생선발（C・D）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이용하는 교과・과목〕 

①일본어 
②수학：코스 2 
③이과：「물리」「화학」「생물」중 2과목을 선택 
※출제언어는 일본어 혹은 영어를 선택（일본어과목의 출제언어는 일본어） 

 
8. 합격발표 
  ①유학생선발（A）・편입학선발（A）：2020년 7월 28일（화） 
  ②유학생선발（B）・편입학선발（B）：2020년 12월 15일（화） 
  ③유학생선발（C）：2020년 10월 6일（화） 
  ④유학생선발（D）：2021년 2월 5일（금） 
 
9. 입학수속기간 

①유학생선발（A）・편입학선발（A）：2020년 7월 29일（수）～8월 17일（월） 
②유학생선발（B）・편입학선발（B）：2020년 12월 16일（수）～2021년 1월 5일（화） 
③유학생선발（C）：2020년 10월 7일（수）～10월 23일（금） 
④유학생선발（D）：2021년 2월 8일（월）～2월 19일（금） 

 
10. 시험장 
  「SETEC」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3104 SETEC（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ＴＥＬ：02-2187-4600 
  http://www.setec.co.kr/ 
  시  험  장：세미나실 1 
  면접시험장：세미나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