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전형 안내 

원서 접수 : 2018년 7월 30일 (월) ~ 2018년 8월 9일(목)

입학 시험 : 2018년 8월 18일(토)

합격 발표 : 2018년 8월 23일(목)

입학 수속 : 2018년 8월 24일 (금) ~ 2018년 9월 3일(월)

2019년도

입학시험요강

Kanagawa Dent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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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치과대학 
교육방침

■ 교육이념

「치과의사로서의 숙련함」과 「인간 본연의 친절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 학문의 연마와 기술의 습

득 및 타인을 이해하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치과의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 입학자 선정 방침admission policy

1.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풍부한 인간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

2. 치과의학 및 치과의료에 흥미를 갖고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기초학력이 있는 사람

3. 스스로 새로운 과제에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지식 추구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 사람

4. 치과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공헌하고 싶은 사람

■ 커리큘럼 방침curriculum policy

1. 폭넓은 교양과 풍부한 배려를 습득

2. 기초의학 지식을 습득

3. 임상의학 기초와 기능을 습득 

4. 소통 능력을 습득

5. 자기학습능력과 평생학습능력을 습득

6. 전문인의 양성

■ 학위수여 방침diploma policy

1.  사회인으로서 기본지식과 폭넓은 교양, 의료인으로서의 윤리관을 지닌 국제화에 대응 가능한 

능력을 지닌다. 

1) 사람을 존중하며, 풍부한 애정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원만한 의료를 위한 소통 능력을　갖춘다.

3)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윤리관과 사회적 책임을 진다.

2. 의료인으로서의 문제발견능력과 해결능력을 갖춘다.  

1) 향상심을 가지고 생애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진다.

2) 적절한 정보수집능력을 지니며,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정보에 따른 평가능력을 갖춘다.

3) 의료에 관한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며, 광범위하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치과의사로서의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다.

1) 기초의학과임상취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다.

2) 과학적 근거에 따른 새로운 치과의료의 기능을 갖춘다.

3)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과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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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치과대학 
입학시험요강

1. 유학생 모집인원 : 치학부 치학과(약20명 정도)

2. 입학시기와 수업연한 : 2019년 4월 입학 (6년)

3. 지원자격 :  2019년 2월까지 만 18세 이상의 일본 이외 국적 소지자로 정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

료했거나 수료예정인 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혹은 2019년 2월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2019년 4월 입학 시에 일본어로 학업수행이 가능한 자

4.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지정된 원서접수기간까지 표지 뒷면에 기재된 원서접수처로 우편배송

  (우체국 국제특송우편 EMS와 같이 배송조회가 가능한 우편으로 배송할 것)

5. 원서접수기간 : 2018년 7월 30일 (월)~ 2018년 8월 9일 (목) (기간 내 필착 요망)

6.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① 수학능력평가시험 성적표(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성적증명서와 제적증명서)

③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한국어 홈페이지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로 작성)

④ 정리표와 수험표(한국어 홈페이지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로 작성)

⑤ 사진 2장을 부착하여 제출(입학지원서와 정리표의 사진란) 

     (3개월 이내의 선명한 사진으로 사진 뒷면에 생년월일, 성명을 기입할 것) 

⑥ 입학검정료 송금을 증명하는 서류(납부 시 은행에서 발행하는 해외송금영수증 사본)

2) 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일본어 관련 자격증

③ 그 외 본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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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치과대학 
입학시험요강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  외국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자는 영문 증명서 원본과 복사본에 한국어 번역을 첨부해서 

제출할 것.

● 한국 내 교육기관의 경우는 한국어 증명서로 제출 요망.

● 서류미비의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작성은 정확하게 펜으로 기입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재발행이 되지 않는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7. 입학시험검정료

1) 금액: 40,000엔(円)

2) 납부방법: 하기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납부할 것

은행명 PAYING BANK MIZUHO BANK, LTD.

지점명 A/C WITH BRANCH YOKOSUKA BRANCH

주소 ADDRESS
2-31,WAKAMATSUCHO,

YOKOSUKASHI, KANAGAWAKEN
은행코드 SWIFT CODE MHCBJPJT
계좌번호 A/C NUMBER 390-1756618

계좌명 KANAGAWA DENTAL UNIVERSITY
의뢰인 성명 수험생 영문 성명

●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원자 부담이 원칙이며, 납부된 검정료는 반환하지 않음.  

(은행수수료는 4천엔 정도)

● 검정료 송금증명서는 원서접수 시 제출을 요망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입학시험검정료 입금확인이 안되면 입학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  우체국 해외송금 시, 입금확인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시중은행을 이용

하기 바람.

8. 입학시험

1) 일시:  2018년8월18일 (토) 

2) 장소: 서울 (원서접수 후 개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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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치과대학 
입학시험요강

9. 전형방법

전형방법 필기 시험 면접시험 총점

시험과목 영어 수학

한국어  

면접 가능
　

시험범위
고교  

전 과정

「방정식과 부등식」 

「2차함수」 

「도형과 계량 (삼각비)」 

 「다항식과 부등식의 증명・고차방정식」 

「도형과 방정식」 

「함수 (삼각함수・지수함수・로그함수)」 

「미분・적분」

「집합과 명제」 「통계」

반영비율 100점 100점 200점

● 수학 필기시험의 문제 지문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4개국어로 되어있음.

     영어 필기시험의 문제 지문은 영어. (영어 듣기시험은 없음)

● 합격자 선정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참고하여 상기의 전형 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모든 합격자들은 이하 2개항의 일본어 검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을 

구비할 것.

1) 2018년 12월 2일 실시예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N2) 이상에 합격할 것.

    (또는 일본유학시험 (EJU) 일본어과목에 응시해서 200점 이상을 취득할 것) 

2)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실시예정인 본 대학의 일본어 인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것.

     (듣기시험은 없음)

10. 합격자 발표

●발표일:  2018년8월23일  (목)   16：00  

●발표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http://www.kdu.ac.jp/)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함

    합격 여부는 홈페이지 발표 후 우편으로 통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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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치과대학 
입학시험요강

11. 입학수속

1) 기간:  2018년 8월 24일 (금) ~ 2018년 9월 3일 (월）

2) 방법:  합격발표 후 합격통지서와 입학 수속 안내서류를 배송하고, 서류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입학수속을 진행함

※주의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격으로 합격한 경우, 졸업예정 기간 내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 학비 송금 시에는 금융기관(은행)에 본교 합격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입학수속이 완료 후, 입학허가서를 송부하며 합격통지서와 입학허가서는 재발행하지 않으므

로 보관에 주의할 것.

●  입학절차 완료 후 입학포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25일 (금)정오까지 신청해 주십

시오. 입학금을 제외한 학비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12.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실습시설비 시설설비비
치학교육 

충실비
합계

1학년 600,000 2,850,000 　 500,000 　 3,950,000

2학년 　 3,850,000 150,000 500,000 　 4,500,000

3학년 　 3,850,000 150,000 500,000 250,000 4,750,000

4학년 　 3,850,000 　 500,000 250,000 4,600,000

5학년 　 3,850,000 　 500,000 250,000 4,600,000

6학년 　 3,850,000 　 500,000 250,000 4,600,000

합계 600,000 22,100,000 300,000 3,000,000 1,000,000 27,000,000

단위: JPY 엔(円)

13. 개인정보 취급 관련

본 대학에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원칙적으

로 입학선발 이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단, 지원서류에 기재

하신 개인정보의 일부가 입학시험에 관련된 연락이나 입학검정료, 입학금, 그 외의 납부금 등의 

입금확인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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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나가와치과대학 
입학과정 플로차트

01

02

03

04

05

06

07

08

원서접수 : 2018년 7월 30일 ~ 8월 9일

입학시험(서울) : 2018년 8월 18일

본교 일본어 인증시험：2018년 12월 22일

2019년 4월 입학

합격자 발표合格者発表 : 2018년 8월 23일 

일본어집중학습：2018년 9월 ～ 2019년 3월 

입학수속入学手続 : 2018년 8월 24일 ～ 9월 3일

일본어능력 구비JLPT2級及びEJUの日本語試験で200点以上を獲得すること

2018년 12월 2일 실시 예정의 일본어 능력시험 N2 이상에 합격
(또는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과목에서 200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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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처

⊩ 238-8580 神奈川県横須賀市稲岡町82番地,  教学部入試課
⊩ 238-8580   Kanagawa-ken, Yokosuka-shi, Inaoka-cho 82-banchi, Kanagawa Dental 

University, Division of Admission

문의처 TEL: 070 – 4606 – 8803 (한국어)
 TEL: +81-46-822-8803 (일본어)
 FAX: +81-46-822-8713
 E-mail : j.lee@kdu.ac.jp (이 정희) 

전화문의  평일 오전 9:00 ~ 오후 5:00(일본 공휴일은 휴무)

홈페이지 http://www.kdu.ac.jp/ (가나가와치과대학)

http://www.kd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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