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학 PEAK 프로그램
(Programs in English at Komaba)
개요
도쿄대학은 2012 년 “국제일본연구학”과 “국제환경학”의 새로운 학사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도쿄대학은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여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배경으로 학생
구성원의 다양화에 공헌할 수 있는 소수정예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색
1.
2.
3.
4.
5.
6.
7.
8.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의 학습
공통 언어는 영어이며, 전 커리큘럼을 영어로 제공
입학시 일본어 능력은 불필요
다양한 시각을 육성하고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준 높은 교양 교육
소규모 클래스와 알찬 캠퍼스 생활을 지원하는 학생 지원 체제
저렴한 학비
국제적인 리더・ 인재를 배출해 온 도쿄대학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메인 캠퍼스 는 도쿄 에 위치

프로그램
1) 국제일본연구학
국제일본연구학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일본 및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사회과학과 인문학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학위 과정에서는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사회 전반의 현상을 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2）국제환경학
국제환경학에서는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개척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사회가
과거에 안고 있던 환경문제에 관한 교훈, 그리고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최신의 분석수단과 발전기술의 현상을 포괄하는 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사일정
PEAK 의 새학년은 2017 년 9 월에 시작합니다.
PEAK 입학시기는 매년 9 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emester (학기)
Term (기간)
일정
st
A Semester (A 학기)
1 Term
9 월 – 10 월
2nd Term
11 월 – 12 월
rd
S Semester (B 학기)
3 Term
4월 –5월
th
4 Term
6월 –7월
방학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일정
1월 -3월
7월 말 -8월

기간
약 3 개월
약 1 개월

입학전형 절차
전형내용
1. 원서접수 / 서류제출
2. 서류전형 결과 발표
3.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4. 최종 합격자 발표
5. 입학 의사 표시（합격자 등록）
* 면접은

일정
2016 년 10 월 28 일 – 2016 년 11 월 30 일
2016 년 12 월 6 일 – 2017 년 1 월 20 일
2017 년 2 월 4 일– 2017 년 3 월 31 일
2017 년 4 월 5 일
2017 년 5 월 11 일

영어로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거주국에서 시행.

전형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지원이유서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성적증명서
학력시험 성적증명서（대학입학자격시험, 국가통일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졸업（예정）증명서
- 추천서 3 통（평가항목：영어능력, 학력, 인성）
- 증명사진
- 학교소개자료（가능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응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peak.c.u-tokyo.ac.jp/apply/how-to-apply/

학비

(변경 가능성 있음)

입학금
연간 학비

282,000 엔
535,800 엔

일본에서의 생활비（연간）
주택


학생 기숙사의 경우

480,000 엔



민간 아파트의 경우

800,000 엔

식비

360,000 엔

도서비 등

120,000 엔

건강보험 및 의료비

60,000 엔

기타 생활비（통신비, 교통비 등）

240,000 엔

합계

1,260,000 엔 – 1,580,000 엔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평균적인 생활비임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금
도쿄대학 장학금


수혜대상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장학금액：

입학금, 학비, 생활비（월 126,000 엔）



기간：

4년

상기 장학금 이외에도 많은 외부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jasso.go.jp/study_j/scholarships_e.html

기숙사
도쿄대학은 캠퍼스에서 도보 5 분 거리에 위치한 "코마바 인터내셔널 롯지"를
PEAK 신입생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합니다. 모든 방에는 가구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영 구역에는 주방 및 욕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관리비,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여 매달 40,000 엔이며, 처음 2 년간은 기숙사
제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학 프로그램
도쿄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계의 정상급 대학과
교환 학생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 학기 또는
1 년 동안 AIKOM (Abroad in Komaba), USTEP(University-wide Student Exchange Program)
등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기 위해 여름과 겨울의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학위과정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수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국제경험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www.globalkomaba.c.u-tokyo.ac.jp/en/outbound/
취직지원
국제상담센터 ( 국제 센터 혼고
사무실 ) 에서는 외국학생을 위해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지도 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독특한
경력 창출을 돕기
위해 , 경력 지원 사무소는 연중 수많은 경력 관련 이벤트 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The University of Tokyo, PEAK Undergraduate Admissions Office
3-8-1 Komaba, Meguro-ku, Tokyo, 153-8902 JAPAN
TEL: ＋81-3-5454-6191
URL: http://peak.c.u-tokyo.ac.jp/
*문의는 상기 PEAK 웹사이트에 있는 문의 양식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