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및 학과(일본어) 학교 및 학과 합격자수

北海道大学理学部物理学科合格 홋카이도 대학 이학부 물리학과 합격 1

筑波大学芸術専門学群デザイン専攻建築デザイン領域 츠쿠바 대학 예술 전문 학군 디자인 전공 건축 디자인 영역 1

筑波大学理工学群工学システム学類 츠쿠바 대학 이공 학군 공학 시스템학류 1

電気通信大学情報理工学部Ⅰ類 전기 통신 대학 정보 이공 학부 Ⅰ류 1

電通大情報理工学部Ⅲ類 덴츠대 정보 이공 학부 Ⅲ류 1

埼玉大学理学部分子生物学科 사이타마 대학 이학부 분자 생물학과 1

信州大学理学部数学科 신슈 대학 이학부 수학과 1

山口大学共同獣医学部獣医学科 야마구치 대학 공동 수의대 수의학과 1

鹿児島大学理学部物理学科 가고시마 대학 이학부 물리학과 1

鹿児島大学理学部数学科 가고시마 대학 이학부 수학과 1

首都大学東京システムデザイン学部電子情報システム工学科 수도 대학 도쿄 시스템 디자인학부 전자 정보 시스템 공학과 1

首都大学東京理学部物理学科 수도 대학 도쿄 이학부 물리학과 1

早稲田大学社会科学部社会科学科 와세다 대학 사회 과학부 사회 과학과 1

早稲田大学文学部文学科 와세다 대학 문학부 문학과 1

上智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 죠오치 대학교 경제 학부 경제학과 1

上智大学文学部国文学科 조치 대학 문학부 국문학과 1

明治大学経営学部経営学科 메이지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3

明治大学商学部商学科 메이지 대학 상학부 상학과 1

明治大学日本学部国際日本学科 메이지 대학 국제 일본학과 국제 일본학과 1

青山学院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경제 학부 경제학과 1

青山学院大学社会情報学部社会情報学科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사회 정보 학부 사회 정보학과 1

青山学院大学国際政治経済学部国際政治経済学科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국제 정치 경제학부 국제 정치 경제학과 1

立教大学社会学部メディア社会学科 릿쿄 대학 사회 학부 미디어 사회학과 2

立教大学コミュニティ福祉学部スポーツウエルネス学科 릿쿄 대학 커뮤니티 복지 학부 스포츠 우엘네스학과 1

中央大学経済学部国際経済学科 중앙 대학 경제 학부 국제 경제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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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大学商学部経営学科 중앙 대학 상학부 경영학과 1

法政大学人間環境学部人間環境学科 호세이 대학 인간환경학부 인간 환경학과 1

法政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 호세이 대학 경제 학부 경제학과 1

法政大学経営学部経営学科 호세이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1

学習院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 가쿠슈인 대학 경제 학부 경제학과 1

国際基督教大学教養学部アーツ・サイエンス学科 국제 기독교 대학 교양 학부 아트 사이언스 학과 1

立命館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 리츠 메이칸 대학 경제 학부 경제학과 1

立命館大学総合心理学部総合心理学科 리츠 메이칸 대학 종합 심리학과 종합 심리학과 1

國學院大學文学部日本文学科 국학원 대학 문학부 일본학과 1

明治学院大学社会学部 메이지 가쿠인 대학 사회 학부 1

日本大学経済学部経営学科 일본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1

東洋大学経済学部国際経済学科 동양 대학 경제 학부 국제 경제학과 1

東洋大学総合情報学部総合情報学科 동양 대학 종합 정보 학부 종합 정보학과 2

東洋大学法学部企業法学科 동양 대학 법학부 기업 법학과 1

東洋大学国際観光学部国際観光学科許可 동양 대학 국제 관광학부 국제 관광과 허가 1

東洋大学社会学部社会文化メディア学科 동양 대학 사회학부 사회 문화 미디어학과 1

東洋大学文学部哲学科 동양 대학 문학부 철학과 1

東洋大学文学部日本文学文化学科 동양 대학 문학부 일본문학 문화 학과 1

駒澤大学経営学部市場戦略学科 고마자와 대학 경영학부 시장 전략 학과 1

駒澤大学経済学部商学科 고마자와 대학 경제 학부 상학과 1

愛知大学経営学部 아이치 대학 경영 학부 1

愛知大学経済学部 아이치 대학 경제 학부 1

フェリス女学院大学国際交流学部 훼리스여학원 대학 국제 교류 학부 1

帝京大学文学部心理学科 테이쿄 대학 문학부 심리학과 1

帝京大学経済学部経営学科 테이쿄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1

国士舘大学政経学部経済学科 고쿠시칸 대학 정경 학부 경제학과 1

国士舘大学法学部法律学科 고쿠시칸 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1

国士舘大学経営学部経営学科 고쿠시칸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1

拓殖大学政経学部経済学科 타쿠쇼쿠대학 정경학부 경제학과 2



東京経済大学経営学部経済学科 도쿄경제대학 경영학부 경제학과 1

武蔵野大学文学部日本文学科 무사시노 대학 문학부 일본 문학학과 1

明海大学外国語学部日本語学科 메이카이 대학 외국어 학부 일본어학과 1

神奈川大学経営学部国際経営学科 카나가와 대학 경영 학부 국제 경영학과 1

立正大学経済学部経済学科経済学コース 릿쇼 대학 경제 학부 경제학과 경제학 과정 1

尚美学園大学芸術情報学部情報表現学科 쇼비학원대학예술정보학부정보표현학과 1

尚美学園大学総合政策学部総合政策学科 쇼비학원대학종합정책학부종합정책학과 1

聖学院大学人文学部日本語文化学科 세이가쿠인대학 인문대 일본어문화학과 1

聖学院大学政治経済学部編入 세이가쿠인대학 정치경제학과 편입 1

東京福祉大学福祉経営学部福祉経営学科 도쿄복지대학복지경영학부 복지경영학과 1

東京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社会福祉学科 도쿄복지대학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1

日本経済大学経営学部経営学科 일본경제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1

追手門学院大学心理学部心理学科 오테몬가쿠인대학 심리학과 심리학과 1

東京経営短期大学経営総合学科 도쿄경영전문대학 경영종합학과 1

上智大学理工学部物質生命理工学科 죠오치 대학교 이공 학부 물질 생명 이공학과 1

東京理科大学號学部工業化学科 도쿄 이과 대학호 학부 공업 화학과 1

東京理科大学理工学部先端化学科 도쿄 이과 대학 이공 학부 첨단 화학과 1

明治大学理工学部建築学科 메이지 대학 이공학부 건축학과 1

立命館大学理工学部機械工学科 리쓰메이칸 대학 이공학부 기계 공학과 1

立命館大学情報理工学部情報理工学科 리쓰메이칸 대학 정보 이공학부 정보 이공학과 1

関西大学システム理工学部電気電子情報工学科 간사이 대학교 시스템이공 학부 전기 전자 정보 공학과 1

日本大学文理学部生命科学科 일본대학 문리 학부 생명 과학과 1

東洋大学理工学部電気電子情報工学科 동양 대학 이공 학부 전기 전자 정보 공학과 1

東京農業大学食糧情報学部国際バイオビジネス 도쿄 농업 대학 식량 정보 학부 국제 바이오 사업 1

帝京大学理工学部バイオサイエンス学科 테이쿄 대학 이공 학부 바이오 사이언스 학과 1

東海大学海洋学部海洋生物学科 토카이 대학 해양학부 해양 생물학과 1

東海大学情報通信学部通信ネットワーク工学科 토카이 대학 정보 통신 학부 통신 네트워크 공학과 1

東海大学工学部機械工学科 토카이 대학 공대 기계 공학과 1

東京都市大学知識工学部情報通信工学科 도쿄 도시 대학 지식 공학부 정보 통신 공학과 1



東京都市大学工学部機械システム工学科 도쿄 도시 대학 공학부 기계 시스템 공학과 1

東京電機大学理工学部理工学科機械工学系 도쿄 전기 대학 이공 학부 이공과 기계 공학 계열 1

足利工業大学工学部創生工学科情報デザインコース 아시카가 공업 대학 공학부 교정 공학과 정보 디자인 코스 1

埼玉工業大学工学部情報システム学科 사이타마 공업 대학 공학부 정보 시스템 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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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大学大学院 도쿄대학대학원 1

東京外国語大学院総合国際学研究科 도쿄외국어대학원 종합국제학연구과 1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히토쓰바시 대학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1

一橋大学大学院経営学研究科 히토쓰바시 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 1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創成科学研究科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 대학원 인간 문화 창성 과학 연구과 1

横浜国立大学社会科学系経営学研究科 요코하마 국립 대학 사회 계열 경영학 연구과 1

横浜国立大学大学院国際社会科学府博士課程前期 요코하마 국립 대학 대학원 국제 사회 과학부 박사 과정 전기 1

広島大学大学院 히로시마 대학 대학원 1

早稲田大学院経済学研究科公共経済学専攻・公共政策コース 와세다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공공 경제학 전공·공공 정책 코스 1

早稲田大学大学院政治学研究科修士課程・専門職学位課程ジャーナリズムコース 와세다대 대학원 정치학 연구과 석사 과정, 전문직 학위 과정 저널리즘 코스 1

早稲田大学大学院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専攻 와세다대 대학원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전공 1

早稲田大学大学院研究生 와세다대 대학원 연구생 1

早稲田大学院（人間科学科）研究生 와세다 대학원(인간 과학과)연구생 1

早稲田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科目等履修生 와세다대 대학원 인간 과학 연구과 과목 등 이수생 1

慶應義塾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修士課程経済学専攻 게이오 기쥬쿠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석사 과정 경제학 전공 1

青山学院大学大学院経営学研究科経営学専攻博士前期課程 아오야마 학원 대학 대학원 경영학 연구과 경영학 전공 박사 전기 과정 1

立教大学文学研究科日本文学専攻 릿쿄 대학 문한 연구과 일본 문학 전공 1

立教大学大学院社会学専攻 릿쿄 대학 대학원 사회학 전공 1

中央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商学専攻博士前期課程ビジネスコース 중앙 대학 대학원 상학 연구과 상학 전공 박사 전기 과정 비지니스 코스 1

立命館大学大学院言語教育情報研究科言語教育情報専攻修士課程 리쓰 메이칸 대학 대학원 언어 교육 정보 연구과 언어 교육 정보 전공 석사 과정1

立命館大学大学院経営管理研究科経営管理専攻 리쓰 메이칸 대학 대학원 경영 관리 연구과 경영 관리 전공 1

日本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博士前期課程商学専攻 일본 대학 대학원 상학 연구과 박사 전기 과정상 전공 1

東洋大学大学院社会福祉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博士前期課程 동양 대학 대학원 사회 복지학 연구과 사회 복지학 전공 박사 전기 과정 1

 대학 합격자수



日本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学専攻 일본 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사회학 전공 1

武蔵野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言語文化専攻ビジネス日本語コース 무사시노 대학 대학원 언어 문화 연구과 언어 문화 전공 비즈니스 일본어 코스 1

東北大学大学院科目等履修生合格 도호쿠 대학 대학원 과목 등 이수생 합격 1

専修大学研究生 센슈우 대학 연구생 1

テンプル大学ジャパンキャンパス大学院教育学研究科科目履修生 템플 대학 재팬 캠퍼스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과목 이수 학생 1

上智大学大学院博士前期理工学専攻 조오치대학대학원리공학전공 1

玉川大学大学院脳科学研究科 타마가와대학대학원뇌과학연구과 1

埼玉大学大学院理工学研究科 사이타마대학대학원이공학연구과 1

京都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 교토대학대학원공학연구과 1

早稲田大学大学院理工学研究科 와세다대학대학원이공학연구과 1

早稲田大学大学院創造理工学研究科 와세다대학대학원창조이공학연구과 1

34대학원 합격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