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계를
그려보세요
자유, 평화, 인류애
국제 상호 이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교(APU)는 이러한 정신에 바탕하여 지난 2000년에 개교하였
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다문화 교육환경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통하여
지난 17년간 APU는 수많은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130여 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책임감있는 비즈니스 리더십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공부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국제적
지식의 학습을 통하여 APU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세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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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에 수록된 모든 정보와 통계치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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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APU

명의 총학생수

개국 출신의 재학생

개,

개국의
교환 협정 대학

의 취업율

2014년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외국인 학생 비율

개 이상의 학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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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 BY THE NUMBERS

개국 출신의 교직원

개국 출신의 졸업생

명의 APU 자문위원회 대사

명의 학내외 장학금 수혜 학생

‘탑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
일본 내

대

인증 대학

APU BY TH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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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불어넣는 교육
열정적, 탐구적, 도전적, 창조적, 진취적⋯
APU의 학생들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APU의 학생들은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세계 여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이제 당신을 글로벌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APU만의 특별한 교육환경으로 초대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진로를 설계하세요
APU는 일본에 위치해있지만 국제적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와 일본어 두가지 언어 중 어느것으로든 수강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아시아태평양학부(APS)와 국제경영학부(APM)의 두가지 학부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원하는 언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타 학부 과목으로
부터 선택하여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수강하고 일본어를 배웁니다
복수의 언어 구사능력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수요건입니다.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한다고 해도 일본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APU라면 가능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25개국으로부터 모인 수준 높은 교수진들은 대다수가 풍부한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
으로 새로운 차원의 실천적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의 최첨단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능력을 연마하여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교수진들과 함께 세계의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연구해 보십시오.

스스로 주도하는 학생이 되세요
APU의 수업의 초점은 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과 그룹
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각종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지닌 주도적인 학생을 양성합니다.

강의실을 넘어서
APU의 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를 읽고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드 스터디, 교환학생제도, 지역봉사활동,
인턴십, 컨퍼런스, 공모전등 APU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학생이
되십시오.

학부

전공분야

국제경영학부 (APM)
경영학 학사 (BBA)

•이노베이션과 경제학
•마케팅
•경영전략과 조직
•회계와 금융

아시아태평양학부 (APS)
사회학 학사 (BSocSc)

•환경개발
•관광학
•국제관계와 평화학
•문화·사회 & 미디어

졸업을 위한 필요학점은 124학점이며 평균 4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조기졸업을 통해 3년 또는 3년 반만에 학위를 취득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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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연구 세미나
오늘날 일컬어지는 기업의 진정한 성공에는 이익창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영
마인드와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기업평가면
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CSR은
사회공헌보다 더 포괄적인, 기업의 책임있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을 가리
킵니다. 요즘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이야말로 참된 성공을 이룬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수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많은 기업들의 경영전략, 오퍼레이션, 마케팅 등 경영사례들
도 분석할 것입니다. 제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리서치 요령을 깨달아 연구할

국제경영학부 경영학 학사 (BBA)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법을 국제적인 안목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통해 모색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차세대의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국제적 관점과 기업윤리 그리고 문제

경영에 관한 난제들에 성공적으로 맞설 지식과 자부심을 재미있게 쌓아나가기를

해결능력을 국제경영학부 (APM)에서 기르십시오. 국제경영학부의 강의들은

기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 사회와 문화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PU의 국제경영학부는 전 세계 경영대학의 최고 레벨로 유명한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International)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써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적화된 APU에서 여러분만의
가치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키우십시오. 졸업 후 진출할 글로벌 현장이 여러분의
특별한 가치와 재능에 높은 값을 매길 것입니다. 저와 APU 국제경영학부는 여러분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CEO, 기업가, 컨설턴트, 다국적 조직의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세계 유명 비즈니스 스쿨과 다양한 교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Professor Rebecca Chunghee Kim (Korea)

국제경영학부 학생들의 공부는 비즈니스의 관리 개념을 익히는 것부터

Degree: Ph.D. (Management Research), University of Strathclyde

시작해 다양한 전문 분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졸업 전 캡스톤 코스에서
이루어지는 회사 경영진과의 실시간 토론은 핵심 비즈니스 기술을 실전에
응용함으로써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APM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비즈니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언젠가 기업의 간부를 거쳐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컨설
팅 회사를 설립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APU국제경영학부 수업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접근방식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이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지 주의깊게 예측하면
서, 해당 사업이 적법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즉 "윈 - 윈" 효과를 거둘 방법
을 연구합니다. 저는 APU 국제경영학부에서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론적 지식
과 함께 최고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학과

저는 APU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이노베이션과 경제학

경영전략과 조직

무엇이 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지, 다양한 관리기법은 물론 경제기반에 대하여

경영전략과 조직은 변동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직을 개발, 변화시키는

저는 의존적이었던 성격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폭넓은 분야를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공수업들은 경영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적인 비즈니스 리더를 꿈꾸고 있거나

진로를 탐색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결정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을 인수할 목표가 있는 경우 가장 알맞은 분야입니다.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함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업 외에 많은 학생 커뮤니티와도 협력합니다.

만끽해 줄 친구가 없다면 진정한 성취의 즐거움은 느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회계와 금융

마케팅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는데

회계는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학문이며 금융은 기업

필요한 이론 및 방법에 초점을 맞춘 전공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장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회계와 금융 전공에서는

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Jareef Bin Martuza (Bangladesh)
APM, 3rd Year Student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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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문화, 사회, 미디어
저의 세미나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미 저의 다른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은 교육,
사회, 종교, 지역, 미디어 및 역사 등의 주제에 중점을 두고, 문화와 사회학 및
미디어 연구를 결합하여 다양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제 간 결합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앞으로 본인의 관심분야를 깊히 탐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저의 지도하에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본인이 설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저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언제, 왜, 어떻
게 공부하는지 배우는 입장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있는 독립 연구자로 전환
시키는 것입니다. 학기말이 되어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학술논문 작성법은 물론 대중을 향한 발표
기술 또한 익히게 됩니다.
그 결과 제 수업을 거친 학생들은 영화연구부터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

아시아태평양학부 사회학 학사(BSocSc)

에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 일부는 국내외

아시아태평양학부는 광범위한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들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으며, 어떤 친구들은 엔터테인먼트, 음악 비즈니스

해결할 새로운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및 미디어 제작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도 했습니다. 근래에는 의대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기

유명 다국적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 NPO 및 교육기관의

진학한 학생도 있을 정도로 각자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위해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우른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 기술 그리고

문화, 사회, 미디어 부문 졸업생들의 성취에 한계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상

연구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적인 일련의 결과가 두가지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들의

원하는 전문분야에 따라 과목을 골라서 이수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태평양학부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지식이고 또 하나는 APU처럼 우호적인 환경에서 개발된
강력한 조사능력입니다. APU에서 저와 함께 보낼 시간 동안 저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가지 원칙인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을 익히고, 공부와

미디어, 관광 및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생활 양면에서 스스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자신

제공합니다.

만의 세계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Professor Joseph Progler (United States)
Degree: Ph.D. (American Stud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제가 이 세미나수업에서 얻은 두 가지 소중한 배움은 첫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는 것과 둘째 스스로 조사 및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깨우친 것입니
다. 이를 통해 좀 더 큰 목표를 향해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전공분야

연구자가 되어 학문적인 경력을 쌓는 일입니다. 저의 관심사항들은 논문을 쓰는

환경과 개발

국제관계 및 평화학

이익만을 창출하는데 기초한 개발이 초래한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

이 분야의 수업들은 국가, 지역간의 복잡한 갈등해결과 평화구축의 방안을 탐구

가능한 발전은 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환경보전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난해해지는 국제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배양

경제개발 간 균형을 위해 현 시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방법이 가진 과제를

합니다. 국제법과 정치과학 그리고 경제, 이 세가지 분야의 핵심을 연구함으로써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제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국제관계 및 갈등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정책을
통한 접근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안뿐 아니라 선생님, 친구들, 작문 멘토로써의 활동, 어학 공부의 조력자 역할
과 교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써 저의 전공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Progler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 하에 저는 사회, 인류학 및 미디어 연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으로 사고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Progler 교수님은 수업에서 종종 삶에 필요한
중요한 지식, 예를 들면 스스로를 케어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학문 이상의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학

문화, 사회, 미디어

관광활성화를 통한 문화교류와 지역산업의 촉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에

이 분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대학 학부과정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기인 동시에 중대한 결단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문화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문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선택할 길이 어느쪽이 되든 그것이

관광의 핵심을 탐구하며 관광과 복지후생 산업에 관한 이론 및 적용방법을 습득

미디어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국제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당신에게 유용하고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다 균형잡힌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Hong Ngoc Doan (Viet Nam)
APS, 4th Year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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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터득하세요
학생들은 영어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지만 일본어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강의목록

APU에서는 초급부터 상급까지 다양한 레벨의 일본어 수업을 제공하여
일본어를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어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본 목록은 2017 년 4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된 신 교과 과정의 과목입니다.

교양과목

있습니다. APU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어디에서든

Introduction to Economics
APM Bridge Program
APS Bridge Program
Bioethics
Career Design I·II·III·IV
Computer Literacy
Constitution of Japan
Culture and Society of the Asia Pacific
Data Mining
Database Systems
Economy of the Asia Pacific
Environmental Science
Geography of the Asia Pacific
Health Science
History of the Asia Pacific
Intercultural Fieldwork I·II
Internet Technology Integration
Internship
Introduction to Culture and Society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언어과목

언어로 교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양한 언어에 도전해 봅시다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APU에서는 중국어, 한국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언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언어 이머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언어능력을 키워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넓은 관점에 이르는 사고방식을 얻을 수

일본어 과목
Japanese Course (Foundation/Intermediate/PreAdvanced/Advanced)
Japanese Project A·B·C·D·E·F
Japanese for Lectures
Language and Culture in Japan
Language and Social Topics in Japan
Career Japanese
Business Communication in Japanese A·B

저는 항상 다양한 언어를 배워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배운 일본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와카리마시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일말의 망설임도

(알겠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없이 APU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일본어는 어렵기보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와카리마시타’라고 할 때마다 기분이 참

색다른 언어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본어를 배울 때는

AP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일본어 교실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실수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배웠습니다.

거니까요.

학기가 시작한 후에는 일본어 초급 1,2,3을 배웠고 그다음 학기에는
중급 일본어를 수강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일본어 능력은 처음
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또한 벳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강의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Karlton W. Kaunga (케냐)
아시아태평양학부 3학년

Introduction to Development Studies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tudies
Introduction to GIS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Media Studies
Introduction to Peer Leader Training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Introduction to the Internet
Introduction to Tourism and Hospitality
Japanese Art of Flower Arrangement
Japanese Art of Tea Ceremony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Japanese Economy
Japanese Geography
Japanese History
Languages of the Asia Pacific
Legal Studies
Logical Thinking and Framework

Media Production Lab
Negotiation Skills
Overseas Learning Design
Peace, Humanity and Democracy
Peer Leader Training I・IIA・IIB
Programming
Psychology
Religions of the Asia Pacific
Special Lecture (ICT)
Special Lecture (Liberal Arts Subject)
Special Lecture (Japanese Studies)
Statistics
Studies of Multicultural Comparison
Study Skills and Academic Writing
Traditional Japanese Arts
Volunteer Activities
Multicultural Collaborative Workshop

English for Business Writing
English for Business Presentations
English for Discussion and Debate
English for Journalism
Extensive Reading in English of the Media

특별 심화 과목
English Proficiency Preparation Course I·II·III
Intensive Language Learning Overseas
Introduction to Asia Pacific Languages
Introduction to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I – French
Introduction to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II – Russian
Introduction to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III – Arabic
Japanese Language Teaching
Japanese Linguistics for Japanese Language Education
Special Lecture (Language Education Subject)
TESOL

아시아태평양 언어 과목
Chinese I – IV
Korean I – IV
Malay/Indonesian I – IV
영어 과목
Spanish I – IV
English Course (Elementary/Pre-Intermediate/Intermediate/ Thai I – IV
Upper-Intermediate/Advanced)
Vietnamese I – IV
English Project 1·2

국제경영학부 (APM)
필수 / 핵심 과목
Advanced Mathematics
Fundamental Mathematics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counting I
Introduction to Marketing
Financ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roduction Management
Legal Strategy in Business
Business Ethics
Global Management (Capstone)
경영전략과 조직
Advanced Human Resource Management
Advanced Organizational Behavior
Brand Management
Entrepreneurship
Family Business Management
International Logistics
International Transactions
Service Management
Special Lecture in Strategic Management & Organization
Strategic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회계와 금융
Accounting II
Advanced Accounting
Auditing
Corporate Finance
Cost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I·II
Financial Market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Accounting
International Finance
Investment and Securities Analysis
Investment Strategy
Management Accounting
Special Lecture in Accounting
Special Lecture in Finance
이노베이션과 경제학
Asian Economy
Development Economics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Operations Research
Product Development
Special Lecture in Economics
Special Lecture in Innovation

Technology Management
마케팅
Brand Management
Consumer Behavior
E-Commerce
International Marketing
International Logistics
Marketing Research
Product Development
Promotion and Sales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Special Lecture in Marketing
Supply Chain Management
국제경영 일반 과목
APM Field Study
Business Case Analysis & Communication
Business Data Analysis
Business Internship
Field Research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ocial Entrepreneurship
Special Lecture (Management)
세미나 과목
Major Seminar I·II
Research Seminar
Undergraduate Thesis

아시아태평양학부 (APS)
필수 과목
Introduction to APS
Introduction to Area Studies
환경과 개발 (ED)
Biodiversity
Community Based Tourism
Community Development
Conflict and Development
Development Economics
Development Policy
Development Sociology and Anthropology
Ecotourism
Environment and Society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Economics
Environmental Modeling and Analysis
Environmental Policy
Field Study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IS and Remote Sensing
Global Environmental Issues
Industrial Ec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PO/NGO Studies
Preliminary Seminar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olitics of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in Development
Resource Management
Special Lecture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rba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문화, 사회, 미디어 (CSM)
Cultural Anthropology
Cultural Studies
Education and Society
Ethnicity and the Nation State
Field Study for Culture, Society and Media
Gender Studies
Global Media and Conflict
Global History
Globalization and Law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History of Japanese Foreign Relations
Identity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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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and Society
Media and Culture
Media and History
Media and Law
Media and Politics
Multiculturalism and Society
New Media and Society
NPO/NGO Studies
Preliminary Seminar for Culture, Society and Media
Religion and Belief
Social Psychology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Theory
Sociology of Organizations
Special Lecture in Culture, Society and Media
The Humanities and Modernity
Transnational Sociology
관광학 (HT)
Advanced Human Resource Management
Advanced Organizational Behavior
Agri-heritage and Tourism
Community Based Tourism
Cultural Anthropology
Culture and History of Tourism
Destination Marketing and Management
Ecotourism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Field Study for Tourism and Hospitality
Health and Wellness Tourism
Heritage Tourism
Hospitality Management
Hospitality Marketing
MICE Tourism Industry
Operations Research
Preliminary Seminar for Tourism and Hospitality
Project Management in Development
Resort Development
Sociology of Tourism
Special Lecture in Tourism and Hospitality
Tourism and Hospitality Law
Tourism and Social Media
Tourism Development and Planning
Tourism Economics
Travel Industry

국제관계와 평화학 (IRP)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Asia Pacific
Conflict and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y
Ethnicity and the Nation State
Field Stud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eace Studies
Foreign Policy of Japan
Geo-Politics and Post Cold War Conflicts
Global Issues and Policies
Global Media and Conflict
Globalization and Law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History of Japanese Foreign Relations
Human Rights
Identity and Politic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 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edia and Politics
Peace Studies
Political Theory
Politics of Development
Preliminary Semina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eace
Studies
Regional Systems in the Asia Pacific
Special Lect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eace
Studies
Strategic Decision Making
Violence and Terrorism
아시아태평양 일반 과목
Area Studies
APS Field Study
Field Research Project
Special Lecture (Asia Pacific Studies)
세미나 과목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Field Research Project
Major Seminar I·II
Graduation Research I·II
SUBJE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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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대학 목록
아프리카
보츠와나
University of Botswana
케냐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Africa

꿈의 지평선을 넓히세요

모로코
Universsite Internationale de Rabat

세계에 발자국을 남기다

일석이조의 기회

한 학기 또는 1년간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며 당신의 꿈에 특별함을 더해

APU의 복수학위제도를 통해서 APU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대학에서도 졸업

보세요. APU의 학비 감면 장학금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도 유지됩니다.

과 동시에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 에드워드 대학 (St. Edward

아시아

's University)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응용 과학 대학 (APT) 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지금 영국의 Hertfordshire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저는 여전히 공부중입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겠지만 주위에

교환학생으로써의 생활은 무척 즐겁고 유익해서 한 학기가 아니라 일년을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 더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PU와 영국에서 공부

선택했던 일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주로 미디어와 프랑스어

와 생활을 병행하며 저는 삶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련강좌를 듣지만 캠퍼스 음악동아리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수강중인 미디어 수업들은 거의가 APU에 돌아가서 계속될 저의 공부를 보완
해줄 실습과 이론이 결합된 것들입니다. APU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바라
보는 시각과, 서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미 군복무와 직장생활을 경험한 바 있지만 성숙함이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스스
로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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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는 진정한 국제경험을 원하는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입니다. APU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안락함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Victor Tou (Singapore)
APS, 3th Year Student

브루나이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중국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Institute for Tourism Studies, Macao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University of Macau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hue Yan Universit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인도
EMPI Group of Institution
인도네시아
BINUS University
Gadjah Mada University
Parahyagan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of Indonesia
일본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Oita University
Ritsumeikan University
한국
Dongseo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iversity of Ulsan
Yonsei University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Universiti Sains Malaysia
University of Malaya
몽골
Academy of Management
필리핀
Ateneo de Manila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싱가포르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Southern Taiwan University of
Technology
Tamkang University
Tunghai University
Yuan Ze University
태국
Mahidol University
Siam University
Thammasat University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유럽
오스트리아
MCI Management Center Innsbruck
Salz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teyr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pper
Aus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fi
Vienna
아제르바이잔
ADA University
벨기에
University of Liege
Vesalius College
크로아티아
Zagreb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덴마크
Aarhu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Aarhus
Copenhagen Business School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핀란드
Laure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niversity of Helsinki
프랑스
ESCIP
ESSCA
France Business School – Amiens
Campus
Institut Superieur du Commerce Paris
Neoma Business School
독일
Europa-Universitat Viadrina Frankfurt
(Oder)
Karlshochschule International
University
Otto-von-Guericke-Universitat
Magdeburg
Zeppelin University
그리스
The American College of Greece
헝가리
University of Pecs
아이슬란드
University of Iceland
이탈리아
Universita Cattolica del Sacro Cuore
Universita Commerciale Bocconi
리투아니아
Vilnius University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Tilburg University
노르웨이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Agder
University of Bergen
폴란드
Warsaw School of Economics
포르투갈
Lisbon University Institute – ISCTE
Business School
루마니아
Romanian-American University
스페인
IE University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University of Alicante
University of Santiago de Compostela
스웨덴
Halmstad University
Linnaeus University
Lund University
Sodertorn Hogskola
스위스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chool of Management
터키
Istanbul Commerce University
영국
Cardiff University
Oxford Brooks University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niversity of Kent
University of Leicester
University of Westminster,
Westminster Business School

남북아메리카
아르헨티나
Universidad Argentina de la Empresa
Universidad National del Litoral
캐나다
HEC Montreal
York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Business
Simon Fraser University
St. Mary’s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Lethbridge
University of Waterloo
에콰도르
Universidad del Pacifico
멕시코
Instituto Tecnolo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Universidad de Monterrey
미국
American University
Carroll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taten
Island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James Madison University
Minnesota State University,
Moorhead
Old Dominion University
San Diego State University
St. Edward's University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Montana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niversity of Oklahoma
University of Wyoming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Charles Sturt University
Faculty of Law and Management, La
Trobe University
James Cook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Victoria University
사모아
National University of Sa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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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U만의 특별한 캠퍼스
캠퍼스에 발을 내딛는 순간 APU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9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독특하면서도 활기찬 APU만의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APU에서는
당신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주간

2016학년도 다문화 주간 일람 (알파벳 순)

학기 중 APU는 ‘다문화 주간’이라는 행사를 주관

Bangladesh Week
Chinese Week
Empowerment Week
Fashion Week
Indonesian Week
Korean Week
Nepal Week
Oceania Week

하여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와 언어 등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국을 홍보하는 행사를 스스로
주도해 보거나 직접 참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경험
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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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nawa Week
The Philippines Week
Sri Lankan Week
Taiwan Cultural Week
Thai Week
Uzbekistan Week
Vietnamese Week

주요 학생단체 목록 (알파벳순)
APU Model United Nations
Habitat APU
“PRENGO” Overseas Volunteering Club
Global Business Leaders
Ones’1 Fair Trade Club
“Symbio” Conservation Club
Wadaiko “Raku” Japanese Drumming Club
“Musy Tone” International Singing Club

“Yossha-koi” Japanese Dance Troupe
“K-Muse” K-pop Dance Troupe
APU Tea Ceremony Club
Animation Research Club
APU Soccer Club
APU Karate Club
Women’s and Men’s Lacrosse Teams
Rugby Club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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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AP하우스
신입 국제학생은
AP 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의 2인실

개의 1인실

새로운 환경

명의 기숙사생

구름 위의 캠퍼스
APU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벳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해발
330미터의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름다운

의 국제학생 비율

전경뿐 만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건물, 조용한 도서관, 스포츠
시설 그리고 기숙사까지. 학생들이 편리함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국에서 온 학생

캠퍼스 시설

개의 공용 부엌

•학생회관 내 카페테리아, 카페, 편의점, 다실, 미팅룸 및
음악 연주실
•다목적회관

월비용

•최신식 도서관 & 미디어 센터

수도 광열비 포함

•체육관
•육상 트랙

세탁 시설 사용료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헬스 클리닉 및 카운슬링 룸

인터넷 사용료

•야외 공연장
•지역 푸드 트럭

AP하우스 내 시설

•ATM 서비스
•우편 서비스

학생지원
학생들은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내 단체의 지원을 받
게 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은 Fellow Advisory
Group이,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Student Activity Station이,
학습과 관련해서는 Academic and Learning Core Staff가,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Junior Advisers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APU 커뮤니티의 일원
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기숙사가 아닙니다

ROOM OPTIONS

5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AP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학생들은 AP 하우스에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일무이한 환경 속에서 일본의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인실은 일본인 룸메이트와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개인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편안히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AP하우스의 다문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층마다 2명의 RA (Resident Assistants)들

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2인실은 미닫이문

과 같이 생활하며, 학생들이 AP하우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으로 개인 공간이 나눠져있으며 모든 방에는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공용 취사시설
•개인 샤워시설
•일본식 공중 욕탕
•컴퓨터실
•독서실
•미니 편의점
•무료 인터넷
•세탁기와 건조기
•24시간 경비
•당구장 등과 같은 오락시설
•야외 농구 시설
•에어컨 시설 완비
※기숙사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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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벳부
명의 인구

명의 외국인

적응하기

개의 온천수

일본을 경험해보세요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대국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과 안정된 치안으로도 유명
합니다. 여러분의 유학을 위해 가장 알맞은 곳입니다.

일본 1위
전 세계 2위의 온천 수량

최상의 위치
APU의 캠퍼스는 일본 남단의 규슈 벳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자락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역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온천으로도 유명하여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벳부는 치안이 좋고 생활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축제와 스포츠 경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벳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벳부의 가장 높은 산:
츠루미 산

시내에서의 생활
2학년부터 학생들은 벳부 시내에서 기숙사나 원룸을 이용하거나 또는 친구들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APU는 학생들이 새로운 거주공간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시내에서는 쇼핑몰, 카페, 노래방, 볼링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일해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에는 최대 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최대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꼭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캠퍼스 내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일본어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
벳부는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공원, 강변공원, 바닷가 산책길,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APU 학생들은 일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기온
1월

4월

7월

10월

벳부의 유명 향토요리
•토리텐(벳부식 닭튀김)
•온천 증기로 조리한 찜 요리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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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은 내일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APU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언어능력 그리고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APU는 일본 내 희망 취업률 91.6%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자랑합니다. 또한
커리어 오피스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커리어를 경험해보세요
APU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커리어를 경험해보세요.
경험뿐 아니라 학점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의 노하우를 배워보세요
비즈니스 세계의 리더들로부터 배워보세요. APU의 Top Executive Lecture Series and
Social Outreach Seminars를 통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들의 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로를 살펴보세요
APU 학생들의 능력은 기업들과 국제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약 350
개의 기업과 국제기관들이 APU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즉 취업을 위해 캠퍼스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APU 대학원
또는 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APU 대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주요 내정 기업 리스트(2016학년도)
Accenture Japan Ltd.
All Nippon Airways Co., Ltd.
Apple Japan G.K
Adecco Ltd.
Bandai Namco Games Inc.
Clarion Co., Ltd.
Dell, Japan Inc.
Ebara Corporation
Fujitsu Limited
Goog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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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S

Hitachi High-Tech Science Corporation
Hoshino Resort Co., Ltd.
Japan Airlines Co., Ltd.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 Limited
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Ltd.
JTB Pte. Ltd.
Kobe Steel, Ltd.
Mitsui Chemicals, Inc.
Mizuho Financial Group, Inc. (MHFG)
NEC Corporation

주요 진학대학원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Nissan Motor Co., Ltd.
Nittsu Shoji Co., Ltd.
NTT Docomo, Inc.
Resona Bank, Limited
Robert Walters Japan K.K
Septeni Holdings Co., Ltd.
Sumitomo Life Insurance Company
Toshiba Corporation
Toyota Tsusho Corpor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Australia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Carleton University, Canada
Simon Fraser University, Canada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Friedrich-Alexander Universitat ErlangenNurnberg, Germany

Tri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Germany
Keio University, Japan
Kyoto University, Japan
Meiji University, Japan
Nagoya University, Japan
Sophia University, Japan
University of Tokyo, Japan
Waseda University, Japan
Tilberg University, Netherland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Switzerland
Assumption University, Thailand
University of Bath, UK
University of Birmingham, UK
Lancaster University, UK
London College of Fashion, UK
University of Glasgow, UK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SA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University of Michigan, USA
Tulane University, USA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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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PU에서 학부를 마치고 호주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에서 회계학

APU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평생토록 이어질 우정입니다. 저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1 년 동안 도쿄의 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일했고

AP하우스에서 지내던 무렵부터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의 하늘을 바라보며 자주 밤

니콰라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니카라과 그라나다시에서 3 개월을 보내는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빛은 환상적이었고 벳부만의 야경은

동안 저는 모든 직원이 청각장애자인 카페를 우연히 발견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

숨막히게 아름다웠지요.

습니다. 이후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Credit Suisse Singapore의 자산 분석가로

졸업생 이야기

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 가치에

그러나 니카라과의 카페를 경험한 이후 저는 줄곧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국가간의 갈등이 상호작용과, 인식에

시작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조금씩 조각들을

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국제

모으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2015 년, Fingertalk Café가 탄생하면서 그 꿈을

관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APU에서 학부를 마친 후 브뤼셀의

이뤘습니다. 이 카페는 인도네시아의 Tangerang에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고용할

EU 본부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공부는 계속되어 옥스포드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수화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이 카페 사업에 전념

(University of Oxford)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17년

키 위해 Credit Suisse Singapore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저의 노력은 두 개의

4 월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공방, 및 세차 사업으로 발전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APU는 저 자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제 경력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
저는 APU에서 제가 다양한 일에 활용할 지식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일본어를 능숙

니다.

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일본 고객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되었고,

APU에서의 즐거운 학창시절은 제 평생에 걸친 단 한번의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APM에서의 수업은 핑거 토크(Fingertalk)를 설립할 때 특히 유용했습니다. 효과적

눈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버렸습니다. 어려운 학업과 익숙치 않은 일본어, 캠퍼스의

인 팀 관리, 재무보고 및 기금 모금 등의 기초를 APU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무척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APU의 사람들은 늘 여러분을 기쁘게 도와줄 것입

감사합니다. 또한 APU의 다문화 환경은 저를 문화적 차이에 쉽게 적응하고 융통성

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친구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별똥별을 찾는 당신과 밤이

을 갖추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 및 그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슬을 함께 맞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drei Malai (Germany)
Dissa Syakina Ahdanisa (Indonesia)

APS, graduated in 2014

APM, graduated in 2010

Lives in: Japan

Lives in: Indonesia

저는 APU를 졸업한 뒤 일본 마케팅회사와 도쿄의 아웃소싱회사를 거쳐 블룸버그

저는 APU를 졸업한 뒤 도쿄의 IT 솔루션 회사에 입사하여 3 년간 일했습니다.

뉴스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본과 아시아시장을 위한 경제 지표, 에너지 및

2011 년에는 몽골로 돌아와 일본의 생활 용품을 몽골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ABIC

원자재 관련 뉴스를 다루는 에디터로써, 공공분야와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전세계의

LLC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인 2016 년에는 Meets Japan LLC를 설립하여 몽골

금융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및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표, 차트 및 기사를 만들어

최초의 천원샵을 설립했으며 현재 전국에 8 개의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냅니다. 언젠가는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며, 작가로써 책도

저는 우리나라에 일본의 생활용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제품

출판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꾸린 프로젝트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창출할 비즈니스 벤처를 설립하고도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일본 사회에서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모은 Tokyo Interlopers
라는 미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저는 APU에서 4 년 동안
얻은 지식과 기술 덕분에 이 같은 과제, 즉 멀티 태스킹, 팀 워크, 상대에 대한 존중,

저는 APU에서 배운 회계 및 비즈니스 원칙을 지금의 업무에서도 실제 적용중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항상 믿는 자세를 갖출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APU의 다문화

그 외에도 고객과 동료들을 대할 때 학교에서 다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환경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혼자 거둘 수 있는 성공은 미미하더라도 모두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일본어와 문화지식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협력한다면 엄청난 성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이러한 기술들은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매우 유용했으며 만약 제게 그런

그 철학을 관철시켰고, 회사의 이름 역시 몽골어로 "함께 자라나는"을 의미하는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본식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ABico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우리 직원이
전문적으로,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방향을 지시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방향을
안 것 만으로 당신은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만약 제가 APU를 다니지 않았고 많은 친구들과 우정어린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했

미래를 결정하십시오.

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APU에서의 매 순간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매일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고

Isaac Aquino (The Philippines)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당신을 희망찬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APM, graduated in 2007
Lives in: Japan

Tsend Uugantsetseg (Mongolia)
APS, graduated in 2008
Lives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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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S AND SCHOLARSHIPS

ADMISSIONS
GUIDE
ADMISSIONS
GUIDE
다음 차트는 APU 입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1. 입학금
국제학생

130,000 엔

1. 통상 과정에 의한 12년간의 학교교육을 수료 혹은 수료 예정인 자
2. 일본어 혹은 영어 강의를 이해 할 수 있는 자

입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내야 하는 비용으로 지정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된 입학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영어기준 지원자

2. 수업료의 일부

370,000 엔

지원 자격

TOEFLⓇ iBT TEST

TOEICⓇ L&R TEST

IELTS

61

700

5.5

*위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서안의 ‘English Proficiency Evaluation’를 제출해 주십시오.

1학기 수업료의 일부(APU 수업료 감면 장학금 대상자는 미리 감면된 금액)를 입학 수속을 할 때 납입해야 합니다. 연간 수업료의 나머지 부분은

*L&R은 Listening&Reading의 약자입니다.

입학 후에 청구됩니다.

일본어기준 지원자
0%

학비감면장학금 비율
입학 전에 납입하는
수업료의 일부

370,000 엔

30%
259,000 엔

50%
185,000 엔

65%
129,500 엔

80%
74,000 엔

100%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지원자격은 편입
학 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0엔

JLPT N1

JLPT N2

EJU (일본어)✽

90

100

220

*위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서안의 ‘日本語能力認定書’를 제출해 주십시오.

0%

3. 주택 상해 종합보험료

지원서류 제출

16,200 엔

입학검정료 납입

✽기술 점수 제외

30%

50%

65%

80%

100%

영어기준 지원자는 영어, 일본어기준 지원자는 일본어로 지원서류를 기입해 주십시오.

5,000엔

학생을 위한 재학기간 동안의 주택 상해 보험이므로 장학금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은 같으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면접

4. 기숙사비

188,000 엔 (4월 입학) 또는 168,500 엔 (9월 입학)

전형결과 통지
장학금결과 통지

면접일정은 29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형결과는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AP 하우스 비용은 학비감면 장학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 비용은 입주비와 보증금 그리고 2달 분의 기숙사
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9월 입학 학생들의 경우 입주비 및 보증금 그리고 한 달 반 분의 기숙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학수속

5. 학비와 장학금
학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연간 수업료는 다음과 같으며 학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328,000 엔
1,412,000 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입학금 납입
•입학수속서류 제출

•수속서류를 APU에 제출
•본교에 의한 대리신청

•4월 입학：2월 하순 이후（예정）
•9월 입학：7월 하순 이후（예정）

APU 학비 감면 장학금
유학비자 신청

30% 50% 65% 80% 100%
APU는 우수한 국제학생들에게 4년 동안의 학비를 감면하는 형태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장학금 수혜 여부는 성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 및 과외 활동, 기타 개인 활동 실적, 입학지원서, 면접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희망자는 ‘학비 감면 장학금 신청서’

일본 입국

를 작성하여 원서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장학금 수혜 여부는 합격 통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일본대사관 / 영사관에서 유학비자 신청

•4월 입학：3월 하순（예정）
•9월 입학：9월 중순（예정）

APU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유학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학비자를 취득 함으로써 학비 감면 장학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학

기타 장학금
22
25

*입학식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비 감면 장학금 외 입학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도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ADMISSIONS GUIDE

•4월 입학：4월 1일
•9월 입학：9월 25일
23

24

ADMISSION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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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월•9월 입학 입시 가이드
1. 모집인원

3) 영어 또는 일본어능력인정서
26페이지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어학 성적표를 제출하십시오.

분야

5. 주의사항

APU가 원하는 활동 실적·성과의 기준

해외유학

타국의 정규과정에 재학 또는 어학연수, 계절학기 등

학생회
자원봉사
자주활동

- 학생회（회장·부회장 등 집행부） 활동이나 그 외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이 대외적인 주목·평가를 받은 경우
- 고교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발표, 스피치, 사업 계획, 과제
학습 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

지원기준
반대언어

일본어 기준 지원자는 영어, 영어 기준 지원자는 일본어의
공인어학성적

문화·예술

고교생 이상의 콩쿠르, 대회 출장 경험 및 성과
※분야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⑤ 우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 대학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5) 재류 자격 획득에 관한 조사표
(Certificate of Eligibility Application Questionnaire)

스포츠

고교생 이상의 시합·경기에 선수·경기자 또는 팀 매니저
로서 출장한 경험 또는 그 성과
※종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6. 입학검정료 납입

취득한 자

6） 입학 검정료 송금 영수증 사본

학술

학술분야의 여러 활동 및 성과가 사회적으로 주목·평가를
받은 경우

● 입학검정료 납입계좌 안내

a. 국제 바칼로레아 자격（국제 바칼로레아 사무국 수여)

송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턴십

기업에서의 인턴십

b. 아비투어 자격（독일 대학의 입학자격）

※ 검정료 납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8페이지의 「입학 검정료 납입계좌

그외

모의 UN에서의 활동, EJU 종합 과목 성적 등

모집인원은 5월 이후에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정식
요강을 참조해 주십시오.

유효기간은 원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2년 전까지입니다.
※ 공인어학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서 안에 있는 영어
또는 일본어능력인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단, 심사에서는 어학능력인정서

2. 지원자격 (학력)
다음 중 한 가지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본교 입학 전까지 수

보다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높게 평가됩니다.

4) 지망이유서

료 예정인 자
(1) 일반적인 과정에 의한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본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c. 바칼로레아 자격（프랑스 대학의 입학자격）
(3) 본교에 입학하는 시점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로서 일본의 대학 입
학 준비 과정,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일본 외 국가 대학 입학
준비 과정, 일본의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대입검정고시 출신)
※ 그 외 특수한 학력을 지닌 경우는 지원 시에 APU 한국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7) 추천서
평소 지원자를 잘 아는 학교 교원이 작성한 추천서 1부
※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 외의 언어로 추천서를 받은 경우는
영어 또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3. 제출서류

8） 여권 사본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문성적증명서

②작
 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이중취소선을 긋고 공란을 사용할 것.
수정액은 사용 불가.
③ 대학사용란에는 절대로 기입하지 말 것.
④원
 서는 한국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할 것. 우송할 경우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송금금액 | 5000엔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모든 수수료는 지원자 부담입니다.

① 해당 사항을 기입할 때는 「□」란에 「V」를 할 것.

0%

송금목적 | 입학검정료

30% | 지원자의
50%
연락사항
성명

65%

80%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은 행 명 | 三井住友銀行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지 점 명 | 大分支店 (Oita Branch)

4） 본교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지급증명서

지점주소 | 〒870-0035 大分県大分市中央町1-3-22

본교 외의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자는 해당 장학금의 「장학금

(1-3-22 Chuo-machi, Oita-city, Oita-Prefecture, 870-0035 JAPAN)

증명서」（영어 또는 일본어）를 제출하십시오.

TEL: +81－97－532－5161

계좌번호 | 普通預金1001673

<중요>

여권을 가진 자는 사진·이름·여권번호가 등재된 면의 사본을 제출

4. 심사 방법

수취인명 |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 学校法人立命館

1. 지원자 본인이 기입하는 서류는 입학 기준 언어가 「영어」인 자는

하십시오.

지원 시 제출한 모든 서류와 면접에 근거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

Swift 코드 | SMBCJPJT

집니다.

수수료

<주의>

● 신용카드 지불 안내

영어로 입학 기준 언어가 「일본어」인 자는 일본어로 기입하십시오.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도 제출해 주십시오.

2. 지원자의 출신 국가·지역의 교육제도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가

※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어 또는 일본어 이외의

9） 사진 2장

100%

1. 학교 성적과 대입수학능력시험 부문에서는 국어·영어·수학의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THE RITSUMEIKAN TRUST）

| 송금인이 모두 부담

언어로 작성된 증명 서류는 영어나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고

지원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세로 4cm의 동일한 사진 2장.

성적만 반영됩니다. 단, 해외 고교나 인터내셔널 스쿨의 경우는 종합

번역자의 이름·주소·연락처·서명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증명서

그 중 한 장은 원서의 사진란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APU한국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에 등록하시면 해외 결제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능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의 발행기관·번역회사 또는 자격증을 가진 번역자에 의한 번역만
인정합니다.

2. 면접에 결석한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4. 제
 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재발행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해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

1) 수업료감면 신청서 (장학금 신청서)

는 반환받을 주소·성명을 기입한 반환의뢰서를 동봉해 주십시오.

신청서 안에 기재된 설명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기입하십시오.

5. 제
 출된 서류에 허위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도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① 입학 검정료가 납입되기까지 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서 마감일까지 납입하십시오.
2）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증명 서류
재학 중에 쌓은 문화·예술·스포츠,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주의사항＞

외국어 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 실적·성과를 평가합니다.

② 납입된 입학 검정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현금 및 국제우편환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원서에 동봉하지 마십시오.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1) 학사과정 입학원서

단, 교내 수상 및 교내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www.ritsapu-kr.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서류가 한글인 경우 영문이나 일문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
시오.

2) 고교 영문 성적 증명서
고교에 재학 중인 자는 고교 1학년부터 지원 시점까지의 고교 영문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고교를 졸업한 자는 3년간의 고교 영문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22
27

23
ADMISSIONS GUIDE

ADMISSIONS GUIDE

28

원서 접수 일정
APU에는 4월과 9월, 두 번의 입학시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입학하고 싶은 시기에 맞춰 지원하십시오.

일본 내에 거주하지 않는 국제 지원자
한국 이외의 경우, 각 국가에 따른 입시요강이나 어드미션즈 오피스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면접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 여부는 결과 발송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봄) 입학
지원기간			

면접

결과 발송일

1차

2017. 6. 1(목) - 2017. 6. 14(수)

2017. 7. 8(토) / 9(일)

2017. 7. 31(월)

2차

2017. 8. 28(월) - 2017. 9. 20(수)

2017. 10. 14(토) / 15(일)

2017. 11. 6(월)

3차

2017. 11. 6(월) - 2017. 11. 29(수)

2017. 12. 16(토) / 17(일)

2018. 1. 15(월)

지원기간			

면접

결과 발송일

1차

2018. 5. 12(토) / 13(일)

2018. 6. 4(월)

2018년 9월(가을) 입학

2018. 4. 2(월) - 2018. 4. 18(수)

0%

30%

50%

65%

80%

100%

2017년 APU입시설명회 일정안내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부산 롯데호텔

4월 16일(일)

14시~16시

9월 3일(일)

14시~16시

11월 19일(일)

14시~16시

4월 15일(토)

13시~15시

9월 2일(토)

14시~16시

2018년도 입학원서는 APU한국사무소 홈페이지(http://ritsapu-kr.com)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서는 PDF 파일이므로 Acrobat Reader 등 PDF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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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다음의 국가와 지역에는 APU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만약에 사무소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APU 입학사무소로 직접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APU 입학사무소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1-1 Jumonjibaru, Beppu, Oita 874-8577 Japan
Tel: +81-977-78-1119
Fax: +81-977-78-1121
http://admissions.apu.ac.jp
welcome@apu.ac.jp
Ritsumeikan.APU
APUAdmissionsOffice
ritsumeikanapu/

APU 해외 오피스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APU Korea Office
#608, Halla Classic Officetel 6th Floor,
23 Gangnam Daero 84 Gil,
Gangnam-gu, Seoul 06233 Korea
Tel: +82-2-564-3425/3426
Fax: +82-2-564-3427
http://www.ritsapu-kr.com
Email: hello@ritsapu-kr.com

Ritsumeikan Liaison Office –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 18F Shentong Xinxi Guangchang, No. 55,
Huaihai West Rd
Shanghai City 200030, China
Tel: +86-21-6283-5104
Fax: +86-21-6283-5247
http://www.apuchina.com
Email: apuchina@apu.ac.jp

APU Viet Nam Office
1st Floor, No A31D11, Alley 66/1,
Tran Thai Tong S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2-000-619
apuvietnam
Email: vietnam@apu.ac.jp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APU Indonesia Information Center
C/O MARQUEE, Mayapada Tower I,
11th Floor, Jl.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2920, Indonesia
Tel: +62-21-5289 7328 / 7392
Email: apu-ina@apu.ac.jp

APU Taiwan Office
C/O MIBC, F10F, NO.209, Sec. 1,
Civic Blvd., Datong Dist., Taipei City 103
Tel: +886-2-2181-1666
APUTW
Email: taipei@apu.ac.jp

APU Thailand Office
1015 Room, 10th Floor, Serm-mit Tower
159/16 Soi Asoke,
Sukhumvit 21 Road,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Fax: +66-2-665-7145
Email: thailand@apu.ac.jp

APU 해외 연락원
인도

스리랑카

Mr. Vishnu Vankayala
4th Floor, Vansh Building, AP-801, 1st Street,
G-Block,
10th Main Road, Anna Nagar, Chennai-040,
Tamil Nadu, India
Tel: +91-44-4352-2078
Email: s-india@apu.ac.jp

Mr. Harin Gunawardena
183/1, Nawala Road, Nugegoda, Sri Lanka
Tel: +94-714251314
Email: harin@apu.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