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마츠모토 치과대학 입학시험 개요 

 

【본 대학 응시】 

1. 시험종류 
（1）AO입시（Ⅰ기・Ⅱ기） 
（2）편입학시험（Ⅰ기・Ⅱ기） 
（3）AO입시（Ⅰ기・Ⅱ기）와 편입학시험（Ⅰ기・Ⅱ기）를 복수지원 
 

2. 응시자격 
（1） AO입시 
   다음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⑤, 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학이 허가된  
경우 반드시 본 대학에 입학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2019년 3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② 보통과정의 12 년 학교교육을 수료한 사람 및 2019 년 3 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③ 외국에서 12 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2019 년 3 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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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불필요함） 
⑥ 외국인에 있어서는 일본어능력시험 N2합격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2）편입학시험 
① 대학교졸업자（학사） 혹은 2019년 3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② 대학교에 2년이상 재학하고 소정단위（62단위이상）를 취득한 사람 
③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 혹은 2019 년 3 월까지 졸업을 

예정하는 사람 
④ 의료계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연한 2 년이상으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총수업시간이 1700 시간이상 또는 62 단위이상）을 수료한 사람 혹은 
2019년 3월까지 수료를 예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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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외국인에 있어서는 일본어능력시험 N1 수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사람 

 
3. 시험일 

① AO입시（Ⅰ기）・편입학시험（Ⅰ기）：2018년 9월 8일（토） 
② AO입시（Ⅱ기）・편입학시험（Ⅱ기）：2019년 2월 23일（토） 
 
 



4. 출원기간 
① AO 입시（Ⅰ기） ・

편입학시험（Ⅰ기）：2018년 8월 27일（월）～9월 5일（수） 
                                   ※（한국 마감 8월 29일（수）） 

② AO 입시（Ⅱ기） ・

편입학시험（Ⅱ기）：2019년 2월 6일（수）～2월 19일（화） 
                                   ※（한국 마감 2월 12일（화）） 
 

5. 출원서류 
（1） AO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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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입학시험 
① 원서 
② 대학교 등의 성적증명서 
③ 수험표 
④ 이력서 
⑤ 사진（4㎝×3㎝） 3장 

 
6. 입학시험 검정료 

① AO입시：30,000엔 
② 편입학시험：30,000엔 

  ※AO입시와 편입학시험을 복수지원하는 경우 AO입시의 입학검정료를 면제 
 
7. 시험과목 및 시간 

 AO입시 편입학시험 
AO입시와 편입학시험을 

복수지원 

8：15～접수 집합（8：40） 

집합（9：55） 

집합（8：40） 

9：00～10：00 
교양고사 

（영어,기초지식） 

교양고사 

（영어,기초지식） 

10：15～11：15 소론문 소론문 소론문 

11：30～12：30 면접（11：30～）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계） 

편입고사 

（영어,화학・생물계） 

12：45～  면접 면접 

 
8. 합격발표 



① AO입시（Ⅰ기）・편입학시험（Ⅰ기）：2018년 9월 11일（화） 
② AO입시（Ⅱ기）・편입학시험（Ⅱ기）：2019년 2월 26일（화） 

9. 입학수속기간 
① AO입시（Ⅰ기）・편입학시험（Ⅰ기）：2018년 9월 12일（수）～9월 26일（수） 

② AO입시（Ⅱ기）・편입학시험（Ⅱ기）：2019년 2월 27일（수）～3월 11일（월） 

 
10. 시험장 

본 대학 
 
11. 입학검정료의 입금처 

1）수취인（Payee） 

(1)SWIFT CODE 

SMBC JP JT  

(2)은행 명（Bank Name） 및 지점 명（Branch）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Ginza Branch, Japan  

(3)은행 주소（Bank Address） 

6-10-15 Ginza Chuo-ku, Tokyo, 104-0061, JAPAN 

Intl.Phone:  +81 3 3574 6511 

(4)계좌 번호（Account Number） 

2 4 6 5 4 2 

(5)계좌 명의（Account Name） 

Matsumoto Dental University 

(6)수취인 주소（Address） 

1780 Gobara Hirooka, Shiojiri-shi, Nagano, 399-0781, JAPAN 

Intl.Phone:  +81 263 52 3100 

2）송금 목적（Purpose） 

(1)입학 검정료(Entrance Examination Fee) 

(2)학비（School Expenses） 

3）주의 사항 

외국부터 일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송금하는 은행과 송금을 받는 은행의 

양쪽에서 수수료가 듭니다. 

송금할 때에 송금을 받는 은행의 수수료(1,500엔)도 함께 지불해 주십시오. 

For payments made from outside Japan, an additional 1,500 Japanese-yen is required 

for handling charges in Japan. Please add the above mentioned amount to your total 

amount when you remit the Entrance Examination Fee.(School Expen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