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S・GBP・SCOPE
● GIS （글로벌 통합 교육과정）
  GIS 과정의�목표는�진정한�글로벌�시야를�키우는�한편, 점차�상호의존성이�강해지

는�국제적�환경�내에서�공유�경험을�분석�및�적용하는�혁신적인�방법을�개발하는 
것입니다.

● GBP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과정）
  본�과정을�통해�일본�기업들이�실제로�적용하는�글로벌�비즈니스�경영�방침을�배울 

수�있습니다.

● SCOPE （지속 가능한 공동창조 교육과정）
  본�과정의�목표는�글로벌�및�로컬�시야를�토대로�지속�가능한�사회를�이끌어나가는 �글로컬 （글로벌 + 로컬）� 

인재를�양성하는�것입니다.

 학사일정 （9 월�입학）
GIS GBP SCOPE

1 학기

신청기간 2017/1/10 （화） ― 2017/1/26 （목） 2017/2/28 （화） ― 2017/3/24 （금）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2017/5/23 （화）

등록기간 2017/2/28 （화） ― 2017/3/28 （화） 2017/5/23 （화） ― 2017/6/20 （화）

2 학기

신청기간 2017/2/28 （화） ― 2017/3/24 （금） 2017/4/25 （화） ― 2017/5/30 （화）

합격자�발표 2017/5/23 （화） 2017/7/4 （화）

등록기간 2017/5/23 （화） ‒ 2017/6/20 （화） 2017/7/4 （화） ‒ 2017/7/18 （화）

 입학자격
GIS GBP SCOPE

입학신청자격

등록�시점까지�이하 （1）, （2）, （3）의�조건�중�하나를�충족했거나 
그러할�것으로�예상되는�자 :
(1)   MEXT*1 에서� 인증한� 유학기관의� 교육과정을� 등록� 시점까지 

이수했거나�이수�예정인�자.
(2)   MEXT*1 에서�인정하는�일본�국외의�교육기관에서 12 년�교육

과정�혹은�그와�유사한�과정을�이수했거나�이수�예정인�자.  
입학신청자는�각�국가의 SAT/ACT 점수�혹은�그와�유사한�대
학입학�자격시험의�결과를�제출해야�합니다.

(3)   공인된 IB 스쿨에서 IB 학위과정을�이수하여 English A: LIT 혹
은 English A: LAL 을�통과하고�일본�내 IB 학위를�취득한�자.

이하 （1）과 （2）의�요건�중�하나를�충족한�자 : 
(1)   일본�국외의�공인된�고등학교를�졸업한�자. 일본�외 

국가에서 12 년의�정식�교육과정을�이수하고�모국
의�대학입학�자격을�획득한�자. 

(2)   일본�내�고등학교를�졸업한�자.

영어�능력 TOEFL iBT®: 80
IELTS （Academic Module）: 6.5

TOEFL®, 
IELTS,

TOEIC® 점수

TOEFL iBT®: 61 이상 （PBT: 500 이상）
IELTS （Academic Module）: 5.5 이상

TOEIC®: 700 이상

원서�접수�수
수료 20,000 엔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의�입학�신청�지침을�참고하십시오.
*1 일본�문부과학성

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영어�학위�프로그램

GIS・GBP・SCOPE



 전형절차

 입학신청방법

 수업료
교육과정 GIS GBP SCOPE

입학금 240,000 엔
1 년차 1,525,000 엔 1,452,000 엔

2 년차�및�후속�연차 1,272,000 엔 1,196,000 엔
* 수업료는�변경될�수�있습니다 （2017 년�포함）

 장학금�제도
모든�일반�국제�학생은 1 년차�수업료의 30% 가�면제됩니다 .

호세이�대학은�금전적인�이유로�학업에�어려움을�겪는�국제�학생들에게�수업료�감면의�혜택을�제공합니다. 이러한�장학금 
제도의�목적은�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역량�있는�직원�및�전문가를�양성하기�위함입니다.

*2 GIS 의�경우: 일본어능력이�요구됨
*3 GIS 제외
*4 논술: SCOPE 의�경우 �논술�, GIS 의�경우 �자기�소개서�, GBP 의�경우 �지원�사유서�

*5 입학신청�홈페이지는�입학신청�기간�첫째�날 10:00 am 이후부터�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정보
홈페이지 : http://www.hosei.ac.jp/english/
호세이�대학 GIS/GBP/SCOPE 과정
주소 : 우）102-8160 도쿄도�치요다구�후지미 2-17-1, 일본
이메일 : ebdp-i@ml.hosei.ac.jp

➡ ➡ ➡

결과➡

호세이�대학�입학신청�홈페이
지*5

（http://exam.52school.com/guide/hosei-ebdp/）

에�접속하여�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신 용 카 드 로 
전형� 수수료
를� 납부합니
다.

모 든� 입 학 신 청 
서류를�우편으로 
호 세 이� 대 학 에 
보냅니다.

신청자가� 등록
한�이메일�주소
로� 접수번호가 
전송됩니
다.

➡입학신청
원서 서류심사

명서*2

자기소개
비디오*3

에세이*4

영어능력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