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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미션 폴리시 
 

 

 

── 예술교양학과 ── 
 

인류의 예술 유산과 그와 관련된 학술적 영위에 경건함을 가지고, 

또한 문화예술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자의 입학을 기대합니다. 

 

･전공 분야의 배움은 물론 인간･자연･사회의 사실과 현상에 대한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 

･스스로 배움의 수단을 익히는 것에 의욕적이며, 기초적인 수련을 마다하지 않는 자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으로부터 배우고, 배움의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자 

･인터넷을 통한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예술학과 ── 
 

문화예술이라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타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자의 입학을 기대합니다. 

 

･현대의 문화예술환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타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문화예술을 탐구하려는 진격의 자세를 가진 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 

 

 

 

── 미술과 ── 
 

예술공예의 각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연령, 직업을 넘어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제작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실천해가는 자 

･구상력과 표현력을 습득하고 의욕적으로 제작을 지속할 수 있는 자 

･스스로 배우겠다는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가진 자 

 

 

 

── 디자인과 ── 
 

작품 활동과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유연한 사고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욕 있는 자의 입학을 기대합니다． 

 

･현대의 생활환경을 둘러싼 사물의 형태와 디자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타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문화예술을 탐구하려는 진격의 자세를 가진 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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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Foreign Student Acceptance Program)이란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에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학과･코스의, 외국 국적자만이 응모 가능한 오리지널 

학습 프로그램(Foreign Student Acceptance Program)을 수강함으로서, 일본어 능력의 향상과 예술 수업을 양립할 

수 있는 자. 

※일본 국내 거주자 및 일본 국내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일본어 교재 학습이나 사무적인 연락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는 일반 커리큘럼 출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 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FAP 특징 

 

･FAP 수강자는 해외에 거주하며 대학에서 전문 영역을 배우고 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적 중인 학과･코스의 졸업 요건에 더하여 필수 일본어 과목(14 단위)를 이수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커리큘럼에서 필수 사항인 일본 국내 주소, 일본 국내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 없이도 출원 가능합니다. 

･50 년 이상에 걸친, 전 세계 70 개국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 질 높은 일본어 교육을 제공해 온 교토 문화 

일본어학교 (교토예술대학 병설교)와 함께 개발한 오리지널 자료를 일본어 학습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FAP 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일본 국외 거주자용으로(일본 국내 거주자도 출원가능) 온라인으로 완결되는 학습내용과 

사무수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AP 에 출원할 경우, 본 모집요강의 기재사항이 우선되므로, 충분히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출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FAP 한정의 주요 요건입니다. 

 

･대면으로 실시되는 과목, 대학과 학생 간의 우편물 송부가 필요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졸업요건은, 같은 코스에 입학한 일반 커리큘럼의 학생과는 다릅니다. 

･학과, 코스의 임의의 학사･행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참가가 가능합니다(대면 참가도 일부 가능). 

･출원은 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학으로부터의 연락이나 송부물은 원칙상 학습용 웹사이트 혹은 e-mail 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수여되는 학위 

졸업과 함께 학사(예술) 학위가 수여됩니다. 

※FAP 수강자가 취득할 수 있는 각종자격은 없습니다. 

※본교의 통신교육부는, 문부과학성의 인가를 받은 정규 4 년제 대학교입니다. 

통학부와는 학습형태가 상이할 뿐, 교육수준과 취득학위는 동일합니다. 

 

대상학과･코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학과, 코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교양학과 (4 월입학만 가능) 

･예술학과 아트라이팅 코스 

･미술과 서화 코스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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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일본어능력 및 출원서류로 선발합니다. 

 

Web 출원 등록기간 

2023 년 1 월 23 일（월）10:00〜3 월 6 일（월）17:00 ※일본시간 

 

출원서류 제출기간 

2023 년 1 월 23 일（월）〜3 월 11 일（토） ※일본시간 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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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원 자격  
 

국적  

외국 국적을 가진 분 (여권 등 증명서류로 확인)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합의하며 일본어로 학습 가능한 자 

 

일본어 요건  

･（Ａ）또는（Ｂ） 

（A）일본어능력시험（JLPT）Ｎ１취득 또는 JPT 일본어능력시험 660 점 이상 

（B）일본어능력시험（JLPT）Ｎ２취득 또는 JPT 일본어능력시험 525 점 이상 

혹은 일본유학시험（EJU）일본어 과목［독해］/［청해･청독해］합계 220 점 이상 

※（A）（B）외에 별도 작문 제출 필요（700 자 이상〜800 자 이하） 

주제：지망 동기 및 “본인이 대학에서 배우고 실현하고 싶은 것, 온라인 학습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대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어시험 수험 기간 

JLPT   ：2012 년~  

EJU（최근２年） ：2021 년~2022 년 

JPT（최근２年） ：2021 년 3 월~2023 년 

 

FAP 의 입학조건  

･일본 국외 거주자의 입학조건 

본교로부터의 연락 및 우편물은, 원칙상 학습용 웹사이트에 게시 혹은 e-mail 등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실시합니다. 또한, 과목의 과제제출시간 또는 각종 신청수속 등의 마감일시는 일본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PC 를 이용하는 경우, 일본어판 브라우저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의 

경우, 언어환경을 일본어로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입학조건 

일본어 교재로 학습이 가능한 분에 한합니다. (일본어과목의 레벨은 상기 일본어요건에 준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과 사무적인 연락은 모두 일본어로 실시합니다.  

또한, 본교의 통신교육부에 재적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유학 비자｣의 취득은 불가 합니다.   

여권 사본(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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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형태 

1 년차 입학과 3 년차 편입학이 있습니다.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편입학으로 출원하여 주십시오.  

이하, 각각의 출원 자격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1년차 입학 

2023 년 3 월 31 일까지 만 18 세에 달하는 자, 또는 18 세 미만이라도 문부과학성이 정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외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12 년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 IB(국제 

바칼로레아)의 DP 수료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자. 

이하의 국제적인 평가 단체의 인정을 받은 학교의 12 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를 포함합니다.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2 고등학교 혹은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23 년 3 월 졸업 예정인 자 

3 통상적인 학교교육 과정 12 년을 수료한 자, 또는 2023 년 3 월 수료 예정인 자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시험(예: 한국의 고졸 검정고시,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 등)의 합격자 

또는, 2023 년 3 월 31 일까지 합격 예정인 자. 

5 
문부과학대신이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재외교육시설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3 년 

3 월 수료 예정인 자 

6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자 

 

② 3 년차 편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외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14 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 

단, 학사 혹은 준학사, 단기대학 학사를 취득한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합니다. 

2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5 년제)를 졸업한 자, 또는 2023 년 3 월 졸업 예정인 자. 

3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수료한 자, 혹은 2023 년 3 월 수료 예정인 자로, 

대학편입학 자격을 가진 자.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로부터의 편입학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기의 ｢출원 자격과 

입학에 관한 주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일본 문무과학성 소관의 학위수여기관)으로부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2023 년 3 월까지 수여 예정인 자 

5 

대학 2 년차 수료자(한 대학에서 휴학 기간을 제하고 2 년 이상 재적하며 62 단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023 년 3 월 수료 예정인 자) 

●복수의 대학에서의 재적 기간을 합산하여 2 년 이상으로 하거나 취득 단위를 합산하여 62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교 통신교육부 예술교양학과 또는 아트라이팅 코스의 퇴학을 응모자격으로 같은 학과 코스에 입학할 

경우, 3 년차 편입학은 불가합니다. 해당자는 우선 통신교육과정 입학과로 연락 주십시오.  

 

（1）편입학 대상이 되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고등학교의 전공과 

편입학 대상으로는, ①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 ②수업연한이 2 년이상의 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수업시간수가 

1,700 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를 수료한 자, 혹은 수업연한이 2 년 이상이며 그 

이외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고등학교의 전공과를 수료한 자입니다.  

전문학교의 경우, 수료시에 ｢전문사｣의 칭호를 부여받은 자는, ②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②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출신의 전문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수속 시, 본교 소정의 ｢편입학 기초자격 증명서｣를 수료한 학교에서 모두 기입･날인 받아야 합니다.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 ｢출원서류 편입학 기초자격 증명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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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의 경우, 입학한 해가 ｢전수학교 설치 기준 시행｣의 1976 년(쇼와 51 년) 1 월 이후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료과정이 전수학교 전문과정으로서 설치인가를 받기 전에 입학한 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편입학 출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은 출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대학･단기대학 퇴학 

●대학원   ●대학･단기대학 전공과, 별과 

●고등학교의 별과  ●단기대학 퇴학 

●고등전문학교 퇴학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퇴학 

●고등학교 전공과 퇴학  ●각종 학교 

●대학교※ 

※일본의 각 관할 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학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으로부터 학위를 수여 받은 자는 편입학 출원 자격을 가집니다.  

 

 

※출원 자격과 입학에 관련한 주의사항 

･이중 학적 

학교교육법으로 지정한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의 전공과에 재적 중인 자는 이중 학적을 

가지게 되므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일본의 각 관할 정부가 설치한 학교(대학교), 각종 학교에 재적 중인 자, 타 대학 

등에서 자격 취득 등을 목적으로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자(과목 등 이수생)는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 

통신교육부의 “과목 등 이수생”은 중복하여 출원할 수 없습니다. 

퇴학예정자는 퇴학 연월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법으로 지정된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의 전공과에 재적 중이고 퇴학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퇴학 연월일이 2023 년 4 월 1 일 이후가 되면 이중 

학적이 되므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의 수학 

해당하는 자는 출원마감 1 개월 전까지 통신교육과정 입학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사전면담(원격 

가능)을 실시합니다. 또한, 연락이 없는 경우에도 출원시의 ｢심신의 상황｣의 내용에 따라, 면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청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므로,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과･코스에 따라서는 실기(기술 습득)을 수반하는 과목이 졸업인정상의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등의 상황에 의해 배려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습방법･배려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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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졸업요건 

일본의 대학 졸업요건은 ｢4 년이상 재학하여, 124 단위 이상을 취득하는 것｣(대학설치기준･제 32 조)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학통신교육에 대해서는 ｢124 단위 중 30 단위 이상은, 면접수업(스쿨링)에 의해 취득하는 것｣(대학 

통신교육 설치기준･제 6 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 년차 편입생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FAP 의 졸업요건은 

①1 년차 입학 ②3 년차 편입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1 년차 입학 

（1）수업연한（졸업까지 필요로 하는 최단 연수）… 4 년 

（2）재적연한（재적 가능한 최장 연수）… 9 년 

（3）졸업요건 … 124 단위 이상 취득 

※예술교양학과･아트라이팅 코스･일러스트레이션 코스는 WS 과목 30 단위 이상 취득할 것 

※서화 코스는 S 과목 30 단위 이상 취득할 것 

학과･코스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학과･코스 

전문교육과목 

일본어 필수과목 

자유선택※ 합계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종합교육과목 

예술교양학과 
60 단위 이상 

（그 중, WS 과목 30 단위 이상） 
6 단위 8 단위 50 단위 이상 

124 단위 이상 

（그 중, WS 과목 30 단위 이상） 

아트라이팅 40 단위 이상 20 단위 6 단위 8 단위 50 단위 이상 
124 단위 이상 

（그 중, WS 과목 30 단위 이상 ） 

서화 20 단위 이상 40 단위 6 단위 8 단위 50 단위 이상 

124 단위 이상 

（그 중, 스쿨링 과목 

（WS 과목 포함）30 단위 이상） 

일러스트레이션 12 단위 이상 48 단위 6 단위 8 단위 50 단위 이상 

124 단위 이상 

（그 중, 스쿨링 과목 

（WS 과목 포함）30 단위 이상） 

※자유선택은 FAP 대상자가 수강가능한 종합교육과목, 학부공통전공교육과목, 학과코스 전문교육과목 중에서 선택 

 

（4）기존 취득 단위의 인정（1 년차 입학인 자만 대상） 

Ⅰ.인정의 대상이 되는 단위 

･문부과학성이 인가한 대학･단기대학에서 취득한 단위 또는 고등전문학교(전공과)에서 취득한 단위 

･문부과학성이 인가한 대학･단기대학에서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 취득한 단위  

※1 개 대학 등에서 취득한 단위가 30 단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 30 단위를 상한으로 하는 복수의 대학 등에서 취득한 

단위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 통신교육부 “과목 등 이수” 임상미술사 과정에서 습득한 단위도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자는, 본교 ｢과목 등 

이수생 단위 취득 증명서｣를 청구하여, 출원서류에 동봉하여 주십시오. 

 

Ⅱ.인정 방법 

｢종합교육과목｣으로 일괄 인정합니다. 인정 상한은 30 단위, 그 중 스쿨링의 인정 상한은 6 단위. 

예술교양학과･아트라이팅 코스는 모두 텍스트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수업내용에 관계없이 ｢종합교육과목｣으로서 일괄 인정합니다. 희망자는 입학 후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후 Web 상의 ｢airU 학습 가이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대학, 단기대학의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 취득한 단위도 대상입니다. 

※1 개 대학 등에서의 취득단위가 30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 단위를 상한으로서, 복수의 대학 등에서 취득한 

단위를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교 통신교육부의 과목 등 이수생(임상미술사 과정)으로 취득한 단위도 대상. 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본교의 ｢과목 

등 이수생 단위취득 증명서｣를 청구 후, 출원서류에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미인정 단위 

●해외 대학 혹은 단기대학의 단위※   ●고등학교의 단위   ●고등학교 전공과의 단위※ 

●대학･단기대학의 전공과, 또는 대학원의 단위   ●고등전문학교 본과의 단위   ●전수학교 전문과정의 단위※ 

●대학교, 각종 학교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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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학 혹은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고등학교의 전공과를 졸업･수료한 자는, 편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년차 편입학 항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3 년차 편입학 

（1）수업연한（졸업까지 필요로 하는 최단 연수）… ２년 

（2）재적연한（재적가능한 최장 연수）… ７년 

（3）졸업요건…74 단위 이상（서화 코스의 경우、66 단위 이상） 

※예술교양학과･아트라이팅 코스는 WS 과목 30 단위 이상 

※일러스트레이션 코스는 S 과목（WS 과목 포함）24 단위 이상 

※서화 코스는 S 과목을 24 단위 이상 

 

학과･코스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학과･코스 

전문교육과목 

일본어 필수과목 

자유선택※ 합계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종합교육과목 

예술교양학과 60 단위 이상 6 단위 8 단위 지정 없음 
74 단위 이상 

（그 중, WS 과목 30 단위 이상） 

아트라이팅 40 단위 이상 20 단위 이상 6 단위 8 단위 지정 없음 
74 단위 이상 

（그 중, WS 과목 30 단위 이상 ） 

서화 12 단위 이상 40 단위 6 단위 8 단위 지정 없음 

66 단위 이상 

（그 중, 스쿨링 과목 

（WS 과목 포함）30 단위 이상） 

일러스트레이션 12 단위 이상 48 단위 6 단위 8 단위 지정 없음 

74 단위 이상 

（그 중, 스쿨링 과목 

（WS 과목 포함）30 단위 이상） 

※자유선택은 FAP 대상자가 수강가능한 종합교육과목, 학부공통전공교육과목, 학과코스 전문교육과목 중에서 선택 

 
 
※입학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FAP수강자는, 코스변경･특수생 제도의 이용･자격과정 수강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적 이전의 출원 자격을 충족한 후 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통학부로 학적 이전이 가능합니다(본교 통학부로 학적 

이전을 하려면 입학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학정원은 매우 적으므로, 학적 이전의 출원 자격을 취득하여도 

반드시 본교 통학부로 학적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휴학은, 입학 2년차 이후부터 가능하며 재적 연한 내 통산 4년까지 인정됩니다. 휴학 기간은 수업 연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적 연한에는 포함됩니다. 휴학 기간 중 수업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학료는 1년간 

20,000엔(2022년도의 경우) 입니다. 또한, 연도(4월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 도중의 휴학이나 복학(휴학 후의 

학습 재개)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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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학비 
 

출원 시 필요한 비용 

입학 수속금은 출원시에 전액 일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은 불가 합니다. 

 

입학 수속금（단위：엔） 

학과･코스 
입학 전형료 

※출원시만 필요 

입학금 

※출원시만 필요 
수업료 사무 관리비 합계 

예술교양학과 

20,000 30,000 

170,000 20,000 240,000 

아트라이팅 231,000 20,000 301,000 

서화 300,000 20,000 370,000 

일러스트레이션 323,000 20,000 393,000 

 

●입학 전형료, 입학금은 출원시만 필요한 비용입니다. 2 년차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후의 자퇴, 입학 불허가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 수속금을 반환합니다. 

●입학 후, 연도 도중에 퇴학하여도 입학 수속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FAP 수강자에게는 별도 사무관리비를 징수합니다.  

●FAP 수강자는 학비대출(Orico)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수속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학비면제（예술교양학과） 

면제 대상 면제 금액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단기대학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구 교명：교토국제문화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후지카와학원 

졸업수료생 

（졸업수료예정포함） 

입학 전형료 20,000 엔 

입학금 30,000 엔 

수업료 중 50,000 엔 감면※1, 2 

합계：100,000 엔 면제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단기대학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구 교명：교토국제문화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후지카와학원 

졸업수료생 

（졸업수료예정포함） 

의 자녀 

입학금 30,000 엔 면제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인가보육원 어린이예술대학 

재학생의 보호자 

혹은 학비 지변자 

입학금 30,000 엔 

수업료 중 50,000 엔 감면 ※2 

합계：80,000 엔 면제 

※1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졸업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면제금액 50,000 엔）. 

※2 2 년차 이후의 수업료에 관해서도 동일한 금액이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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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면제（아트라이팅 코스, 서화 코스, 일러스트레이션 코스） 

면제 대상 면제 금액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단기대학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구 교명：교토국제문화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후지카와학원 

졸업수료생 

（졸업수료예정포함） 

입학 전형료 20,000 엔 

입학금 30,000 엔 

수업료 중 50,000 엔 감면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단기대학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구 교명：교토국제문화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후지카와학원 

졸업수료생 

（졸업수료예정포함） 

의 자녀 

입학금 30,000 엔 면제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학부대학원）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인가보육원 어린이예술대학 

재학생의 보호자 

혹은 학비 지변자 
입학금 30,000 엔 면제 

 

 

납부 방법 
Web 출원수속 ｢학비 납부｣ 화면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하여 납부를 실시합니다. 

 

●신용카드결제 

지원자 본인 혹은 가족, 회사 등에서 계약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VISA/MASTER/JCB/AMEX（2021 년 10 월 현재. JCB/AMEX 는 일시불결제만 가능） 

결제대행회사（PAYGENT Co., Ltd.）로부터 대학에의 결제완료보고를 받은 후, 대학으로부터 등록된 메일주소로 

결제완료확인 메일이 송신됩니다.  

 

2 년차 이후의 수업료 및 사무관리비(단위 : 엔) 

학과･코스 수업료 사무관리비 합계 

예술교양학과 170,000 20,000 190,000 

아트라이팅 231,000 20,000 251,000 

서화 300,000 20,000 320,000 

일러스트레이션 323,000 20,000 343,000 

 

입학후에는 수업료와 사무관리비를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입학 전형료, 입학금은 출원시에만 필요하며, 2 년차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납부 시한은 매년 3 월입니다.  

또한, 수업료 등의 비용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기재 비용 

 

학습용 웹사이트 ｢airU 마이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습하므로 인터넷접속 환경이 갖추어진 PC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재에 관해서는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PC･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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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 코스 공통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내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는 인터넷 접속환경과 일본어학습에 대응가능한 PC 가 

필요합니다. 지원유무에 관련해서는 미리 거주지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코스의 PC,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는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스킬 레벨 

문자입력이나 작성한 파일의 업로드, 인터넷관람･메일 송수신 등, 기본적인 PC 및 웹 작동이 가능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자의 복사&붙여넣기, 작성한 문서 및 자료를 PDF 로 변환(파일형식을 지정하여 보존), Zoom(온라인 회의 

시스템)에서의 파일공유도 가능하면 좋습니다만, 학습을 진행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입학 후, 신입생 가이던스 등에서도 본교의 학습시스템이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작동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추천 장비 

화면의 가시성(화면 사이즈) 및 문자입력의 용이함(키보드의 유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단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마이크가 내장된 PC 를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작업용 PC 로 충분합니다. PC 등에 관련해서는 

4 월중을 목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시스템 요건 

디바이스 대상 OS 브라우저 

Windows PC 
Windows 10, 11 

Windows 8.1 

Chrome（추천） 

Edge 

Mac PC Mac OS 10.14 Mojave 이상 
Chrome（추천） 

Safari 

iPhone･iPad iOS 12.X 이상 Safari（추천） 

Android 단말 Android O 7.X 이상 Chrome（추천） 

※모든 브라우저는 최신판을 사용해 주십시오. 

※브라우저 설정에서 Cookie를 허용해야 합니다. Cookie가 무효한 경우 airU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OS 및 브라우저, 본교 시스템의 버전 업에 수반하여, 시스템요건이 변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어플리케이션 

레포트 작성에 있어서 장문을 집필하게 되므로, Word 등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온라인 회의 시스템 ｢Zoom｣을 사용합니다. 최신 시스템 요구사항은 Zoom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Zoom 지원센터＞시작하기（https://support.zoom.us/） 

 

（5）인터넷 환경 

웹 이용에 있어서는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해당 거주 지역의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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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스템 언어환경 

해외에서 PC 를 이용하는 경우, 일본어판 브라우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화 코스･일러스트레이션 코스는 다음의 교재･기재가 필요합니다. 학습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기자재, 

화구 및 참고문헌 등 학습방법에 따른 개인차가 발생하는 교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재･기재 등을 입학 

시에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입생 가이던스나 각 코스의 ｢코스 가이드｣, ｢전문교육과목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므로, 상황에 따라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하의 교재비와는 별도 수업 중 제작에는 재료비가 소요됩니다. 

 

코스 교재･장비 

서화 

기본 화구（붓, 종이, 먹, 벼루, 깔개, 붓발, 팔레트、필세(붓 빠는 물통)、문진 등） 

프린터（Ａ3 사이즈 추천、Ａ4 도 가능） 

카메라（제출작품 촬영 시 필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가능） 

일러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Adobe Creative Cloud） 

일러스트 제작 소프트（CLIP STUDIO PAINT PRO） 

펜 태블릿（스펙 불문） 

●Adobe사의 웹사이트（https://www.adobe.com/）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스템 구성, 거주지역의 서포트 유무, 구입가격 등 

 

장학금･조성금 

※FAP 수강자는 ｢유학생｣으로 다루어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수업료･입학금 감면･급부형 장학금>(전 학과･코스 대상) 

외국 국적임에도 법정특별영주자 혹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는 자는 대상이 됩니다. 수입･자산기준, 학업성적기준, 대학 진학까지의 기간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의 재학유예 (전학과･코스 대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에는 본교 입학전에 대여 받은 장학금의 반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입학후에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 학습지원장학금 (예술학과･미술과･디자인과 대상) 

동일 코스에 있어서 학습이 통산 5 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휴학기간 제외),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서 

감면(2022 년도 실적) 합니다.  

 

･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 학생 창작연구조성금 (전학과･코스 대상) 

지역사회에 있어서 예술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그룹도 가능)의 창작, 연구 및 그 성과 발표 보급 활동에 

대해 선발하여, 200,000 엔 (2022 년도 실적)을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근로학생의 소득공제 (전학과･코스) …일본거주자에 한함 

 

･학생할인（전학과･코스 대상） 

일본국내에 있어서 미술관･영화관･휴대전화 등의 요금이 학생할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이던스 및 학습상담회 등의 학사에 출석하는 경우, JR 의 학생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승차권이 2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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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출원방법 
FAP 의 출원은 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Web 출원 등록기간：2023 년 1 월 23 일（월）10:00〜3 월 6 일（월）17:00 ※일본시간 

출원서류 제출기간：2023 년 1 월 23 일（월）〜3 월 11일（토） ※일본시간 필착 

 

출
원
수
속(

출
원
기
간
） 

출원서류의 준비 

･제출서류 준비（P16~18 참조） 

Web 출원 수속 

･본교 통신교육부 웹사이트（FAP）에 접속하여, 출원양식에 필요사항을 입력 

https://tenohira.kyoto-art.ac.jp/fap/ 

학비（입학 수속금）의 납부 

･신용카드결제 

제출서류의 송부 

･입학자격증명서, 증명사진 등의 제출 

※해외에서 송부할 경우 【일본시간 필착】 입니다. 소인 유효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도착확인 문의는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추적번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측
의 

수
속 

･서류 도착 후, 입학 선발 

입학판정 결과는 2023 년 3 월 22 일（수）에 메일로 통지합니다. ※일본시간 

･입학 허가자에게는 입학허가메일 도착 후 약 10 일내에 입학허가증 및 디지털학생증의 URL 을 메일로 송신합니다. 

･입학 불허가자에게는 통지와 함께 입학 전형료 이외의 입학 수속금 환불방법에 대해 메일로 연락합니다. 

 학습개시 

･입학인가의 메일 통지 후, 학습개시일 (2023 년 4 월 1 일 이후)부터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2023 년 4 월１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년차 입학의 기존 취득단위인정의 신청 방법【해당자에 한함】※일본의 대학･단기대학에 한합니다.  

･Web출원 Step2 의 입력항목에 기존 취득단위인정의 신청유무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희망자는 반드시 ｢あり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정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입학자격증명서와 다른 경우는 별도 성적증명서 또는 

단위취득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제 대학을 퇴학한 자는 취득 단위가 텍스트 과목인지 스쿨링 과목인지의 구분 및 단위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성적증명서 또는 단위취득증명서에 기재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학 수속금의 일부면제 수속방법 【해당하는 자에 한함】 

･Web 출원 Step2 입력항목 ｢본교･병설교 학력｣란에 필요사항을 입력･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원 졸업･수료이외의 학력을 출원 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학원의 졸업･수료(예정) 증명서｣의 제출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입학 전형료 / 입학금 면제에 관해서는 P1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eb 출원 ｢학비 납부｣ 화면에 면제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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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해 

출원기간내에 일본 국내에서는 우송(간이 등기 속달), 해외에서는 추적가능한 국제우편･국제 택배로 일본 도착의 

지정 기한(2023 년 3 월 11 일(토))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용 봉투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A4 용지에 출원번호, 입학 년도, 1 년차 입학 혹은 편입학의 구분, 출원 학과･코스 명, 

성명(후리가나), 주소(국가포함), 전화번호(국가번호＋국내전화번호)를 기입한 커버 레터(서식자유)를 작성하여, 

국제우편･국제택배(추적가능한 종류)의 봉투에 반드시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웹에 의한 출원전용 제출용 봉투(청색･일본 국내용의 정형 사이즈 봉투)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임의의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상기제출처를 올바르게 기입한 후에 간이 등기 속달로 우송 또는 창구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뒷면에 출원번호, 입학 년도, 1 년차 입학 혹은 편입학의 구분, 출원 학과･코스 명, 

성명(후리가나), 주소(국가포함), 전화번호(국가번호＋국내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Ａ.입학 자격 증명서【필수】 

입학자격을 확인한 후, 원칙상 발행 6 개월 이내의 증명서 정본(복사 불가, 엄봉은 불필요)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연락해 주십시오） 

입학 

형태 
입학 자격 필요한 증명서（모두 제출） 비고 

1

년
차 

입
학 

해외의 학교교육에서 12 년 과정을 수료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일문 또는 영문에 한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①번역문, ②대사관등 

공적기관에서 번역이 올바른 것의 

증명을 받은 서류(공정증서)를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자격증명서 사본 

･국제 바칼로레아 최종시험 6 과목의 

성적 평가서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의 경우, 조사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졸업 확정후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전수학교 고등과정  수료증명서 ･졸업･수료(퇴학) 예정으로 출원 할 

경우, 졸업･수료예정(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졸업･수료(퇴학) 

확정후에 확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교 등의 교육기관 

졸업증명서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전문학교３년차 수료 3 년차 수료의 증명서 

대학･단기대학 퇴학 

･성적증명서※1 

･재적기간증명서 

（또는 퇴학증명서）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 

（구 대학입학자격검정） 
합격증명서 

･합격예정으로 출원 할 경우, 

합격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합격후에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편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간호학교 등의 교육기관 

졸업증명서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년차 편입학 

해외의 학교교육에서 14 년 과정을 수료 성적증명서※2 ･일문 또는 영문에 한합니다. 그 이외의 

제출서류 송부처 

 

제출처 〒606-8271 京都市左京区北白川瓜生山 2-116 京都芸術大学通信教育部芸術学部 FAP願書受付係 

(英文)Kyoto University of the Arts, Correspondence Education FAP Admission 

2-116 Uryuyama Kitashirakawa, Sakyo-Ku, Kyoto, 606-8271, Japan  

 

문의처（일본국내에 한함）： 

웹 출원 전  e-mail: tsushin@office.kyoto-art.ac.jp（통신교육과정 입학과） 

웹 출원 후  e-mail: question@office.kyoto-art.ac.jp（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원서접수계） 

개설 기간：2023 년 1 월 23 일~4 월 30 일 월~토／10:00~16:00 ＊일, 공휴일 휴무、일본시간 

※문의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tsushin@office.kyoto-art.ac.jp（
mailto:question@office.kyoto-art.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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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졸업증명서 혹은 학위 취득 

증명서) 

경우, ①번역문, ②대사관등 

공적기관에서 번역이 올바른 것의 

증명을 받은 서류(공정증서)를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성적증명서※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입학 연월, 

졸업･수료(퇴학)연월의 기재가 있으면 

졸업･수료증명서(재적기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졸업･수료（퇴학）예정으로 출원 

할 경우, 단위취득 예정증명서와 

졸업･수료예정(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지만、졸업･수료（퇴학）  

확정후에 확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수료는 출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학부)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편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성적증명서※2 

･수료증명서 

･편입학 기초자격 증명서 

대학 퇴학（단기대학 퇴학은 불가） 
･성적증명서※1※2 

･재적기간 증명서(또는 퇴학증명서) 

각 정부부처에서 설치한 대학교 졸업으로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로부터 학사학위를 

수여 

출신대학교 성적증명서※2 

출신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 수여 증명서 

･학위 수여 예정으로 출원 할 경우, 

학위 수여 신청수리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수여후에 학위 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제 대학 퇴학의 경우, 취득과목의 구분(텍스트 과목인지 스쿨링 과목인지)과 단위수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증명서에 기재 되어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3 년차 편입학의 출원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정본일 것(사본 불가). 엄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졸업증서 및 합격증서 또는 그 사본도 불가합니다. 

※출원시에 졸업･수료예정으로 졸업･수료･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졸업･수료가 확정되는 대로 

졸업･수료･학위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 2023 년 4 월 6 일 (목) 【필착】) 

※출원시에 퇴학예정으로 재학증명서, 단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퇴학이 확정되는 대로 재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 2023 년 4 월 6 일 (목) 【필착】 

※입학자격증명서 발행원이 폐교된 경우, 운영하였던 법인 혹은 증명서 발행을 인계 받은 기관(각 도도부현의 

사학진흥과 등, 기업, 합병처 학교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전문학교의 경우, 편입학 

기초자격증명서 포함)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이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편입학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졸업･수료 후 경과연수로 인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발행불가증명서(이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시에 상기이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자격증명서가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일에 소급 적용하여 입학을 취소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Ｂ.여권 사본【필수】과 재류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023 년 4 월 1 일 이후인 여권의 사본(사진과 유효기간이 인쇄된 페이지)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국적 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일본에 재주 중인 경우는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양면 복사)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C.일본어능력 증명서【필수】 

다음 중 하나의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JEES)가 주최하는 JLPT N1 또는 N2 (2012 년 이후에 취득한 것) 

｢일본어능력시험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의 원본（사본 불가）. 

･JPT 일본어능력시험을 2021 년 3 월 이후에 수험하여, 525 점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의 원본 (사본 불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주최하는 일본유학시험(EJU)의 2021 년 또는 2022 년 평가에서 

｢일본어｣ 과목의 [독해]/[청해･청독해]의 합계가 220 점 이상 

｢수험표｣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EJU 일본유학시험에 관해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수시로 성적 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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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입학 전형료／입학금 면제에 대해【해당자에 한함】 

아래 표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금 수속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제출서류 

①우류야마학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과정 (학부･대학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 (학부･대학원) 

교토예술단기대학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 

（구 교명：교토국제문화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후지카와학원 

본 학원이외의 학력을 출원 자격으로 하는 경우 

본학원의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별도 제출. 

Web 출원화면｢Step2 출원 자격 입력｣에 있는 

본교･병설교 학력 항목에 필요사항을 입력.  

②우류야마학원의 졸업･수료 (예정)자의 자녀 
사전에 통신교육과정 입학과에 연락 후, 

본 학원의 졸업･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 

③우류야마학원 재학생의 보호자 혹은 

학비지변자 

교토예술대학 통학과정 (학부･대학원)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 

교토예술대학부속고등학교 

인가보육원어린이예술대학 

사전에 통신교육과정 입학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얼굴사진 데이터(학생증 및 학적부용) 

Web 출원화면 ｢Step1 개인정보｣ 입력화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MB 이하의 GIF 형식, JPEG 형식, PNG 형식의 파일 

세로 354px  가로 295px  

※상반신(모자를 쓰지 않은)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입학허가증･학생증의 송부 시기 

입학허가 메일 통지 후, 약 10 일이내에 입학허가증 및 디지털학생증의 URL 을 이메일로 송신합니다. 

학생증은 2023 년 4 월 1 일부터 사용가능 합니다. 

교재는 Web 으로부터 각자 입수 가능한 것과 본인이 별도로 수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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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 관련한 주의사항 

･선발결과의 연락 

선발결과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2023 년 3 월 22 일(수)에 합격판정결과를 출원시에 등록해 

주신 메일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혹은 입력미비･서류미비 

Web 출원 시의 입력 오타나 미기재, 혹은 제출서류･출원서류의 미제출 및 발행일이 오래되는 등의 미비가 있는 

경우는 서류심사를 개시할 수 없고 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미비가 보완되는 날이 

출원서류의 수리일이 되어 서류심사가 개시됩니다.  

 

･성명등록가능한 기재문자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통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용한자에 없는 문자의 경우 알파벳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기재문자는 알파벳,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입니다. 

･주소 등의 변경 

출원 후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원서접수계에 e-

mail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원서접수계 e-mail：question@office.kyoto-art.ac.jp 

 

･수리 통지（메일） 

출원 후, 출원을 접수한 취지의 메일을 송신합니다. 출원등록후, 출원접수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접수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원서접수계 e-mail：question@office.kyoto-art.ac.jp 

 

･제출서류･출원서류의 반환 

제출서류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원내용의 변경 

출원후에 코스･입학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망하는 입학형태로 입학이 불허된 경우  

입학전형의 결과, 지망한 형태와 다른 입학형태로 판정된 경우 (예시 : 3 년차 편입학으로 출원하였으나, 1 년차 

입학으로 판정), 판정결과를 통지합니다. 판정결과의 입학형태로 입학할지, 사퇴할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입학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 수속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을 위한 송금 수수료, 환율차이에 따른 

현지통화와의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입학이 불허된 경우 

입학 전형의 결과, 불허가 된 경우, 입학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 수속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을 위한 송금 수수료, 

환율차이에 따른 현지통화와의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입학취소 

개인사정에 의하여 출원을 취소하는 경우 (입학허가메일 발신일로부터 10 일 이내)는,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원서접수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취소의 수속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학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 수속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을 위한 송금 수수료, 환율차이에 따른 현지통화와의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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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이수과목 일람 
입학 한 학과의 전문교육과목과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통합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타 학과･코스의 

전문교육과목은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형태      TR: 텍스트 레포트과목      TX: 텍스트 특별과목      WS: Web 스쿨링과목      S: 스쿨링과목 

배당연차: 해당 연차 이상이 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 일람은 현재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 과목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과목【종합교육과목군/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군 】 

이수형태 과목명 과목 소개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X 
일본어１ 

（상급문법） 

화제나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고, 완성도를 

가진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문법 표현을 연마한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２A 

（어휘） 

대학에서의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휘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２B 

（어휘응용） 

전문서나 레포트 등의 이해, 작성에 필요한 어휘의 

학습을 도모한다. 또한 모르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조사해, 일상적으로 스스로 어휘를 획득하는 

자세를 기른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３A 

（독해） 

상급 일본어의 문장을 읽고, 필자의 주장이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고, 논문이나 전문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문장을 읽기 위한 포인트를 배운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３B 

（독해응용） 

전문 분야는 물론 논문, 인터뷰, 대담 기사, 신문 잡지 

기사 등 다양한 문서를 읽고 폭넓은 표현을 읽어내는 

기술을 키운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４ 

（기술） 

레포트나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문장을 

일본어로 쓸 수 있는 힘을 기른다. 
２ １ 필수 

TX 
일본어５ 

（종합연습） 

일본어 1~4 로 획득한 지식･기술이나 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대학에서의 배움에 있어서, 보다 

실천적으로 일본어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을 익힌다. 

２ １ 필수 

 

･예술교양학과 

이수형태 과목명 과목 소개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R 예술교양입문 
예술교양학과에서의 배움 이란 무엇인가, 학습의 체계와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배웁니다. 
１ １  

WS 예술교양강의１ 
예술 활동의 지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의 

존재와 그 기본적인 사고법을 배웁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２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이벤트와 행사가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는 관점을 배웁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３ 
공간으로부터 일본 문화의 본질을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４ 
사물이나 사건을 정보로서 파악해, 조감하고 정리하는 

편집의 생각을 배웁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５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공동 작업의 

디자인에 대해 생각합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６ 
일본과 동아시아 생활의 기층에 있는 전통문화의 

성립을 반성합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７ 
전통적인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연중 행사와 통과 

의례에 대해 생각합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８ 
우리의 풍토에 맞춘 생활 방식 속에서 길러진 공간의 

모습을 배웁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９ 
문물의 포집과 전시를 전통적인 편집적 사고법으로 

파악하고 고찰합니다. 
２ １  

WS 예술교양강의 10 
사람과 지역을 잇는 문화적 교류의 다양한 모습과 그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２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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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예술교양연구１ 
사람이나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날의 디자인·예술 

활동의 개별 사례를 연구합니다. 
２ １  

TR 예술교양연구 ２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날의 디자인·예술 활동의 

개별 사례를 연구합니다. 
２ １  

TR 예술교양연구 ３ 
특정 인물과 집단을 다루고 그 활동과 역사적인 영향을 

고찰합니다. 
２ １  

TR 예술교양연구 ４ 
특정 기술과 산업을 다루어 그 성립과 역사적인 추이를 

고찰합니다. 
２ １  

TX 예술교양연습１ 
지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지역 문화를 만드는 예술 

디자인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를 실시합니다. 
２ ３  

TX 예술교양연습 ２ 
경관이나 제품, 식문화 등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날의 

예술환경을 조사 보고합니다. 
２ ３  

TX 졸업연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합니다. 
２ ４ 필수 

 

･아트라이팅 코스 

이수형태 과목명 과목 소개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X 아트라이팅 특강 1 예술을 적다･문화를 짜깁다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특강 2 예술연구의 방법론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특강 3 현대비평론 역사･실천･이론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특강 4 거리를 그리다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특강 5 기록자료와 예술표현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특강 6 아트 퍼블리싱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연습 1 디스크립션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연습 2 크리티컬 에세이 ２ １ 필수 

TX 아트라이팅 연습 3 자주제작준비 ２ ３ 필수 

TX 졸업연구（아트라이팅ﾞ） ２ ４ 필수 

 

･서화 코스 

이수형태 과목명 과목 소개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R 서화강의 1 서화동원 ２ １ 필수 

TR 서화강의 2 서화론 ２ １ 필수 

TR 서화강의 3 서재와 표현 ２ １ 필수 

TR 서화강의 4 여백론 ２ １ 필수 

TW 서화연습Ⅰ-１ 서법 1 ２ １ 필수 

TW 서화연습Ⅰ-２ 화법 1 ２ １ 필수 

S（원격） 서화Ⅰ-１ 전서법･예서법 ２ １ 필수 

S（원격） 서화Ⅰ-２ 구조와 공간 ２ １ 필수 

S（원격） 서화Ⅱ-１ 행서법･초서법 ２ １ 필수 

S（원격） 서화Ⅱ-２ 소재와 표현/ 종이･묵의 특성과 필묵표현 ２ １ 필수 

TW 서화연습Ⅱ-１ 서법 2 ２ ２ 필수 

TW 서화연습Ⅱ-２ 화법 2 ２ ２ 필수 

S（원격） 서화Ⅲ -１ 해서법･창작법 ２ ２ 필수 

S（원격） 서화Ⅲ -２ 화고와 창작 ２ ２ 필수 

S（원격） 서화Ⅳ -１ 글(書)과 그림(絵画)  ２ ２ 필수 

S（원격） 서화Ⅳ -２ 고전표현 ２ ２ 필수 

S（원격） 서화Ⅴ -１（서） 글(書)과 디자인 ２ ３ 선택 

필수 

（4 단위）

※ 

S（원격） 서화Ⅴ -２（서） 글(書)과 미술 ２ ３ 

S（원격） 서화Ⅴ -３（화） 추상표현 ２ ３ 

S（원격） 서화Ⅴ -４（화） 수묵표현과 현대성 ２ ３ 

S（원격） 졸업창작（서화） ４ ４ 필수 

※｢서화 Ⅴ-１、2｣（서）혹은｢서화 Ⅴ-3、4｣（화）중 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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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코스 

이수형태 과목명 과목 소개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W 디자인 기초 1（일러스트레이션） 미술 해부학 ２ １ 필수 

TW 디자인 기초 2（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구조 ２ １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Ⅰ-１ 메인 비주얼 ２ １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Ⅰ-２ 커리어론 ２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Ⅰ-１ 디지털 연습AⅠ １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Ⅰ-２ 크로키Ⅰ（누드） １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Ⅰ-３ 색채 기초 １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Ⅱ-１ 디지털 연습BⅠ １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Ⅱ-２ 인물 캐릭터 기초Ⅰ １ １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Ⅱ-３ 일러스트 연습Ⅰ １ １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기초１ 애니메이션 ２ ２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기초２ 서적 일러스트 ２ ２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Ⅱ-１ 세계관 표현･컨셉 아트 ２ ２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Ⅱ-２ 아트 디렉션 ２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Ⅲ -１ 디지털 연습 AⅡ １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Ⅲ -２ 크로키Ⅱ （착의） １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Ⅲ -３ 배경화 １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Ⅳ -１ 디지털 연습 BⅡ １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Ⅳ -２ 인물 캐릭터 기초Ⅱ １ ２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Ⅳ -３ 일러스트 연습Ⅱ １ ２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Ⅲ -１ 비주얼 스토리텔링 ２ ３ 필수 

TW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Ⅲ -２ 게임 일러스트 ２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１ 업계 지식･정보 발신 １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２ 디지털 착색 １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３ 데포르메 표현  １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４ 캐릭터 표현사 １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５ 캐릭터 디자인 １ ３ 필수 

WS 일러스트레이션 Ⅴ -６ 일러스트 연습Ⅲ １ ３ 필수 

TX 일러스트레이션 연습 Ⅳ 포트폴리오 ４ ４ 필수 

S（遠隔） 졸업제작（일러스트레이션） ６ ４ 필수 

 

･학부공통 전문교육과목 

이수형태 과목명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R 미학개론 ２ １ ア필수 

TR 예술이론 1 ２ １ ア 필수 

TR 예술이론 2 ２ １ ア 필수 

TX 지적재산권연구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일본） １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일본） ２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일본） ３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일본） ４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아시아） １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아시아） ２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아시아） ３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아시아） ４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유럽） １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유럽） ２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유럽） ３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유럽） ４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근현대） １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근현대） ２ ２ １ ア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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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예술사강의（근현대） ３ ２ １ ア 필수 

WS 예술사강의（근현대） ４ ２ １ ア 필수 

※｢ア필｣：아트라이팅 필수 

 

･종합교육과목 

이수형태 과목명 단위 수 배당 연차 비고 

TR 말과 표현 １ １  

TR 논술기초 ２ １  

TR 정보 ２ １  

TR 외국어 1 ２ １  

TR 외국어 2 ２ １  

TR 고전 일본어 ２ １  

TR 수학 ２ １  

TR 음악 ２ １  

TR 신체 ２ １  

TR 일본헌법 ２ １  

TR 지역환경론 ２ １  

TR 도시디자인론 ２ １  

TR 시학에의 안내 ２ １  

TR 철학에의 안내 ２ １  

TR 학제적 지식에의 안내 ２ １  

TR 심리학 ２ １  

TR 정치학 ２ １  

TR 경제학 ２ １  

TR 사회학 ２ １  

TR 종교학 ２ １  

TR 일본사 ２ １  

TR 아시아사 ２ １  

TR 서양사 ２ １  

TR 생태학 ２ １  

TR 열도 고고학 ２ １  

TR 문화연구 1 ２ １  

TR 문화연구 2 ２ １  

TR 문화연구 3 ２ １  

TR 색채와 모양 ２ １  

TR 지역을 탐구하다 ２ １  

TR 교토를 배우다 ２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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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기타 
 

･출원부터 학습개시까지의 스케쥴 

등록된 메일주소로 ｢입학허가 메일｣이 도착하면, 2023 년 4 월 1 일부터 학습용 웹사이트 ｢airU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학습이 시작됩니다. 또한, 본교 통신교육과정에서는 ｢이수등록｣이 없습니다. 각 과목의 개강시기 및 

제출기간에 따라 학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수상황 및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수 플랜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통신교육에서는 통학제와 

달리 본인 스스로 이수플랜을 세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허가 후에 ｢airU 학습가이드｣ 및 

실라버스(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이수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용 웹사이트 ｢airU｣ 마이페이지에서는 

이수 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형태  

통신교육의 개강과목은 ｢텍스트 과목｣과 ｢스쿨링 과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교 통신교육과정에서는 

자택학습이나 대면수업, 레포트 작성 혹은 작품 제작 등의 형태로 과목이 진행됩니다. 

※학습의 상세내용은 대학안내 팜플렛나 ｢교토예술대학 통신교육부 예술학부 모집요강 2023｣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입학취소 신청 

입학이 허가되었을 경우, 입학허가 메일의 발신일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경우 및 기간 내임에도 이미 수강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의 입학취소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입학 수속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적법 및 

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개인정보는 출원 수속처리, 학적 관리, 교학 운영, 개인정보위탁업자에서 의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본교가 명시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우편물 송달이 필요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인도 혹은 FedEX(페덱스)를 통한 해외 발송을 

통해 송부(착불 대응)･접수(송신자 부담)합니다. 

 

･입학 후 희망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재학 중에 한하여, 연간 6 부까지 무상으로 발행합니다. 해외로 

송부할 경우는 FedEX(페덱스)의 착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학생증은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법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법령에 준하여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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