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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시립대학총장인사

오사카시립대학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목차

2015년은 오사카 시립대학 135주년이다. 지금은 8개 학부전공과 10개 

대학원 전공이 있고 넓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일본의 최대 공공대학이다. 

설립당시 히메지 세키 오사카시장님의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 ‘다른 대학을 

모방하지않고 오사카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문화,경제,오사카시의 사회에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그의 비전은 지금까지 

명예롭게 지켜지고 있다.

오사카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세계도시들의 문제와 똑같다.우리 

오사카시립대학에서는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공급,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연구하고 교육해서 건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들을 찾기위해 

세계적이고 지방적 관점을 통합해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학교는 두명의 노벨상 수상자인 명예교수 나부 요이치로 물리학 교수와 

신야 야마나카 의학 교수님이 있다. 모험적인 정신에 따라 오사카시립대학은 

자유주의 연구를 하고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지도적 역활을 하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을 목표로 교육중이다.

오사카시립대학은 학생이 자유롭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자유다방한 분위기와 훌륭한 학문적 연구와 탐구를 제공하는 시설로 좋은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오사카시립대학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을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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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오사카 시립대학의 역사는 1880년대 초 오사카에서 

오사카상업강습소라 불리던 상공학 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후 몇번의 개명과정을 거쳐 

성장하여 1949년 오사카 시립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을 일본 최초의 시립（市 立）대학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오사카시의 시장이던 하지메 세키 

박사는 특별한 비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이 새로운 

대학이 전문적 트레이닝이나 국립 대학교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오사카시의 

문화, 경제, 사회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육
　오사카 시립대학 8개 학부의 주안점은 작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개별 지도와 세미나를 통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그들이 가진 질문들을 듣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서부터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다지게 되어 

졸업후 사회생활에서나 대학원 학업을 시작할 때를 

대비하고 기초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오사카 시립대학은 일본 최고의 도서관중 하나인 대학 

도서관과 미디어 센터와 같은 훌륭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시립대의 미션에 기초하여,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도심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3가지 프로젝트는, 차세기 에너지 

사용부분과 예방이 가능 한 건강 문제 및 재해에 따른 

예방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최상위의 연구적 

명성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른 일본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은 수십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방산업과의 협력
　2002년 오사카 지방기업들과 회사들이 새 

벤처기업이나 새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오사카 

시립대학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육성 편익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을 

북돋아주고자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센터를 세움으로써 

대학과 산업간의 협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제관계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전세계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또는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입학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과 

교환 연구원들을 위하여 오사카 시립대학은 전세계에 

100여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오사카 시립대학에는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승마클럽, 체육관과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은 시설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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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경제학 연구과경영학부/ 경영학연구과

세계화 경쟁을 위한 학생들의 성장
http://www.econ.osaka-cu.ac.jp

국제경영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학문
http://www.bus.osaka-cu.ac.jp

　오사카는 일본의　대기업이 많이 탄생한 장소로 

일본의 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적합한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사카시립대 경영학연구과는 

일본내에서도 탑 클래스의 연구과로서 설치되어 

일본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의 대학원은 탄탄한 창의력과 

융통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학과 그룹과 연구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 학과는 분야의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각 연구과는 특별연구와 

초점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 교수진들은 다양한 범위의 

과목과 연구에 전문적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이론은 물론 수많은 양의 연구,  경제사,  

정치경제학, 노동 및 복지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가장 큰 분야는 아시아 지역 경제학이며, 유럽과 EU에 

전문적인 교수진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수 업 체 계 는  다 양 하 면 서 도  체 계 적 으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학년때는 모든 과목의 기초를 

배우며, 2학년때 전문적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들과의 교류를 위한 규모가 작은 수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년제 세미나 수업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세미나는 학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조사 

및 연구 방법들을,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위한 

심화적인 논문 서술방법을 교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는 꾸준히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진린대학과 한국 천안 

국립대학과의 국제적인 학술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 교수진들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금융기관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생들은 노무라 보안업체,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기업, 

도쿄 미츠비시 UFJ은행에 취업했습니다. 다른 

졸업생들은 토요타, 파나소닉, 코마츠, 그리고 다이와 

하우스에 취업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동문회가 

발달했으며,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있습니다. 
학부코스

기업경영개론, 경영학원리, 경영사, 경영학사, 

전략경영론, 경영조직론, 생산관리론 등 경영, 경영노무론, 경영사, 기업 재무, 

비용 관리, 마케팅론, 리스크 관리 경제 이론

경제 통계

경제사 

경제 정책

산업 경제

국제 경제

현대경제론, 분야:

시장·제도경제

경제주체·케이퍼빌리티

지역·글로벌경제

운영 관리, 생산 관리, 재무 회계, 

회계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분석 및 평가 연습, 

유통 시스템, 통계 분석, 산업통계론

국제 경영, 국제전략회계론, 국제 통화 경제학, 

무역 이론, 증권 시장, 국제산업위치

벤처 경영, 회사의 종류, 통화 이론 및 실습, 금융 

기관, 산업, 산업의 역사, 지역 관리

관리 및 다문화 사회의 조직, 공공 부문 회계, 기업 

사회 회계 및보고, 환경 정책, 

기술의 역사 및 경제, 교통 연구

경영정보개론, 정보사회론, 정보경제론, 

정보관리론,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론, 경영통계, 

산업통계 등

국제비즈니스개론, 국제금융론, 무역사무론, 

외환론, 개발금융론 무역론, 통상정책론 등 

산업개론, 기술론, 지역경제론, 산업위치론, 

지역경영론, 도시교 통론, 환경경제론, 

환경정책론등

금융론, 금융기관론, 금융제도론 개발금융론, 

상업개론, 일본유통 정책론, 유통시스템론, 

소비자행 동론 등

회계학원리,재무회계론, 회계 감사론,

회계정보시스템론,관리회계론,국제회계관리론,

원가계산론등

매니지먼트

코스

관리정보

국제 경영

산업 및 

도시관리

금융 및 유통

회계

주요과목

대학원 코스

학부코스

대학원 코스

구성

전략　관리

경영 정보

국제 경영

산업 창조

공공 및 

환경 관리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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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경쟁을 위한 학생들의 성장
http://www.econ.osaka-cu.ac.jp

국제경영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학문
http://www.bus.osaka-cu.ac.jp

　오사카는 일본의　대기업이 많이 탄생한 장소로 

일본의 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적합한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사카시립대 경영학연구과는 

일본내에서도 탑 클래스의 연구과로서 설치되어 

일본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의 대학원은 탄탄한 창의력과 

융통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학과 그룹과 연구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 학과는 분야의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각 연구과는 특별연구와 

초점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 교수진들은 다양한 범위의 

과목과 연구에 전문적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이론은 물론 수많은 양의 연구,  경제사,  

정치경제학, 노동 및 복지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가장 큰 분야는 아시아 지역 경제학이며, 유럽과 EU에 

전문적인 교수진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수 업 체 계 는  다 양 하 면 서 도  체 계 적 으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학년때는 모든 과목의 기초를 

배우며, 2학년때 전문적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들과의 교류를 위한 규모가 작은 수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년제 세미나 수업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세미나는 학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조사 

및 연구 방법들을,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위한 

심화적인 논문 서술방법을 교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는 꾸준히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진린대학과 한국 천안 

국립대학과의 국제적인 학술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부/경제학 연구과 교수진들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금융기관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생들은 노무라 보안업체,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기업, 

도쿄 미츠비시 UFJ은행에 취업했습니다. 다른 

졸업생들은 토요타, 파나소닉, 코마츠, 그리고 다이와 

하우스에 취업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동문회가 

발달했으며,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있습니다. 
학부코스

기업경영개론, 경영학원리, 경영사, 경영학사, 

전략경영론, 경영조직론, 생산관리론 등 경영, 경영노무론, 경영사, 기업 재무, 

비용 관리, 마케팅론, 리스크 관리 경제 이론

경제 통계

경제사 

경제 정책

산업 경제

국제 경제

현대경제론, 분야:

시장·제도경제

경제주체·케이퍼빌리티

지역·글로벌경제

운영 관리, 생산 관리, 재무 회계, 

회계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분석 및 평가 연습, 

유통 시스템, 통계 분석, 산업통계론

국제 경영, 국제전략회계론, 국제 통화 경제학, 

무역 이론, 증권 시장, 국제산업위치

벤처 경영, 회사의 종류, 통화 이론 및 실습, 금융 

기관, 산업, 산업의 역사, 지역 관리

관리 및 다문화 사회의 조직, 공공 부문 회계, 기업 

사회 회계 및보고, 환경 정책, 

기술의 역사 및 경제, 교통 연구

경영정보개론, 정보사회론, 정보경제론, 

정보관리론,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론, 경영통계, 

산업통계 등

국제비즈니스개론, 국제금융론, 무역사무론, 

외환론, 개발금융론 무역론, 통상정책론 등 

산업개론, 기술론, 지역경제론, 산업위치론, 

지역경영론, 도시교 통론, 환경경제론, 

환경정책론등

금융론, 금융기관론, 금융제도론 개발금융론, 

상업개론, 일본유통 정책론, 유통시스템론, 

소비자행 동론 등

회계학원리,재무회계론, 회계 감사론,

회계정보시스템론,관리회계론,국제회계관리론,

원가계산론등

매니지먼트

코스

관리정보

국제 경영

산업 및 

도시관리

금융 및 유통

회계

주요과목

대학원 코스

학부코스

대학원 코스

구성

전략　관리

경영 정보

국제 경영

산업 창조

공공 및 

환경 관리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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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법학 연구과 문학부/문학연구과 

훌륭한 교수와 1:1 대화!
http://www.law.osaka-cu.ac.jp 

도전적인생각!
http://www.lit.osaka-cu.ac.jp

법학부

　법학부 교육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학생들로 하여금여러분야의 사회과학 기초 지식을 쌓게 

하는 것 입니다. 이 학생들은 또한 외국어 실력을 위한 

훈련도 함께 받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들이 

법률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에세이 작문과 

구두발표, 토론과 협상 등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법학부에는 3가지코스의 법학과가 있습니다: 

사법코스, 행정코스, 기업·국제코스. 학생들이 

교수/강사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 미디어 센터에는 

최신의 IT와 더불어 수백만권의 책과 정기 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학 연구과

　법학연구과에는 두개의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첫번째 코스는 자신의 법률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고 (법학정치학전공), 또 다른 코스는 향후 

변호사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법조인 양성 전공). 첫번째 코스의 학생들은 보통 

특별한 테마를 배경으로 한 연구에 참여하여 법률, 

정치분석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은 1명의 

교수가 3명의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두번째 코스는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량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학과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함께 실제 변호사업을 

하고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이법률회사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연구과에서는  전례없던 문화와 문명의 역사를 

만든 인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본주의적 열정을 담은 지성적 정도를 중요시 

합 니 다 .  그 리 하 여  저 희  학 부 에 서 는  철 학 과  

역사학에서부터 사회학과 심리학을 거쳐 문학, 교육학, 

교양과목들과 전산화된 인문과학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인류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적 호기심과정도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학연구과는 크게는 세 분야, 전체로는 15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과 수업은 총 학생수가 

10-20명 정도 되는 소그룹 세미나들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전문과목이나 학제간 과목들에 관한 관심사를 

실 질 적 인  교 육 과 정 을  통 해  연 구 해  나 가 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그들의 문화적 표현을 더욱 

깊 게  연 구 하 기 위 한  우 리 의  기 본 태 도 를  

공유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본 학과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 입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학부의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교사 자격증은 박물관 큐레이터, 

일본어, 사회학, 사회지리, 공민과 외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회사경력을 쌓기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상위권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학부

대학원

주요과목

철학, 일본사, 아시아 역사, 서양 역사

철학, 일본사, 세계사

사회학, 심리학, 교육, 지리

일본어 문학, 중국학, 영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학, 

독일과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 언어학 및 언어 

처리, 표현 등 문화

사회학, 심리학, 교육, 지리

일본어 문학, 중국어 언어학과 중국학, 영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학, 독일과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 언어학 및 언어 처리, 표현 등 문화

사법코스

행정코스

기업·국제코스

기초법학부문

사회법부문

정치·행정학부문

사법부문

공법부문

국제관계법·외국법부문

법학정치학전공

법과대학원 (전문직학위과정)

학과

철학과 역사

인간 행동 과학

언어와 문화

철학과 역사

인간 행동 과학

언어와 문화

아시아 문화와 도시주의

학부코스

부문

대학원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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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법학 연구과 문학부/문학연구과 

훌륭한 교수와 1:1 대화!
http://www.law.osaka-cu.ac.jp 

도전적인생각!
http://www.lit.osaka-cu.ac.jp

법학부

　법학부 교육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학생들로 하여금여러분야의 사회과학 기초 지식을 쌓게 

하는 것 입니다. 이 학생들은 또한 외국어 실력을 위한 

훈련도 함께 받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들이 

법률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에세이 작문과 

구두발표, 토론과 협상 등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법학부에는 3가지코스의 법학과가 있습니다: 

사법코스, 행정코스, 기업·국제코스. 학생들이 

교수/강사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 미디어 센터에는 

최신의 IT와 더불어 수백만권의 책과 정기 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학 연구과

　법학연구과에는 두개의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첫번째 코스는 자신의 법률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고 (법학정치학전공), 또 다른 코스는 향후 

변호사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법조인 양성 전공). 첫번째 코스의 학생들은 보통 

특별한 테마를 배경으로 한 연구에 참여하여 법률, 

정치분석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은 1명의 

교수가 3명의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두번째 코스는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량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학과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함께 실제 변호사업을 

하고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이법률회사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연구과에서는  전례없던 문화와 문명의 역사를 

만든 인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본주의적 열정을 담은 지성적 정도를 중요시 

합 니 다 .  그 리 하 여  저 희  학 부 에 서 는  철 학 과  

역사학에서부터 사회학과 심리학을 거쳐 문학, 교육학, 

교양과목들과 전산화된 인문과학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인류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적 호기심과정도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학연구과는 크게는 세 분야, 전체로는 15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과 수업은 총 학생수가 

10-20명 정도 되는 소그룹 세미나들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전문과목이나 학제간 과목들에 관한 관심사를 

실 질 적 인  교 육 과 정 을  통 해  연 구 해  나 가 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그들의 문화적 표현을 더욱 

깊 게  연 구 하 기 위 한  우 리 의  기 본 태 도 를  

공유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본 학과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 입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학부의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교사 자격증은 박물관 큐레이터, 

일본어, 사회학, 사회지리, 공민과 외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회사경력을 쌓기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상위권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학부

대학원

주요과목

철학, 일본사, 아시아 역사, 서양 역사

철학, 일본사, 세계사

사회학, 심리학, 교육, 지리

일본어 문학, 중국학, 영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학, 

독일과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 언어학 및 언어 

처리, 표현 등 문화

사회학, 심리학, 교육, 지리

일본어 문학, 중국어 언어학과 중국학, 영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학, 독일과 프랑스의 언어와 

문학, 언어학 및 언어 처리, 표현 등 문화

사법코스

행정코스

기업·국제코스

기초법학부문

사회법부문

정치·행정학부문

사법부문

공법부문

국제관계법·외국법부문

법학정치학전공

법과대학원 (전문직학위과정)

학과

철학과 역사

인간 행동 과학

언어와 문화

철학과 역사

인간 행동 과학

언어와 문화

아시아 문화와 도시주의

학부코스

부문

대학원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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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부/ 이학연구과 공학부/ 공학연구과

상급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
http://www.sci.osaka-cu.ac.jp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http://www.eng.osaka-cu.ac.jp

　이학부는 1949년에 설립되어 5개의 부서와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학부의 교수진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 몇 

그룹은 국제적으로 현저히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학부와 연구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과정은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학과 수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하이레벨의 실험설비와 소그룹 세미나들로 제공 

됩니다. 4학년 학생들은 실험실에 배정되어 교수의 

지휘아래 학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학연구과는 창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연구, 

세미나와 강의 등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연구 입니다. 대학원생들은 보통 2

년안에 대학원 논문을, 그리고 3년안에는 박사논문을 

마치게 됩니다. 본교의 졸업생들은 학계, 산업분야, 

혹은 국영 연구실등에서 뛰어나면서 보람된 일을 

하게됩니다. 　IT와 생명공학과 같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모두 공학을 기초로하여 

발달되었으며 사회와 산업의 극적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21세기에 인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환경문제와 같은 

여 러  문 제 들 에  직 면 하 고  있 어  

자 연 의 식 적 인  소 프 트  기 술 을  

개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공학부는 사회의 다각적이고도 정교한 

필요를 효율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위해 다섯개의 부서로 나누어진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시스템을 

설립하였습니다.

　공학의 기원은 지적 호기심과 젊음이 

주는 끝없는 탐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미래과학과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전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수리구조론

수리해석학

기초물리학

우주 고에너지 물리학

물성 물리학

열 공학, 유체 공학, 기계 역학, 생산 공학, 전력 

시스템 공학, 스마트 복합 재료 공학, 재료 모델링 및 

평가, 재료 물리 및 역학은 재료 작동 및 엔지니어링

전자기학, 전자 재료 및 측정, 재료의 광학적 성질 및 

기능, 재질 속성, 물리적 웨이브 전자, 고급 분광학 및 

측정, 수리 물리학의 설계

전자 회로, 광전자, 전자기 장치, 정보 시스템 공학, 

정보 처리 공학, 지식 및 데이터 공학, 정보 네트워킹 

공학, 통신 시스템 공학

무기 공업 화학, 유기 공업 화학, 고분자 화학, 공업 

물리 화학, 재료 화학, 고분자 화학, 생물 공학, 

생체기능 공학, 생체재료 공학, 세포 공학

건축에 대한 방재, 건축을위한 구조 공학, 건축 환경 

공학, 건축 계획, 건축 설계, 공간 및 그래픽 과학

도시 계획 및 설계, 도시 환경 계획, 하천 및 해안 

생태계 공학, 도시 재활용 공학, 구조 및 콘크리트 

공학, 응용 구조 공학, 지반 공학, 인프라 계획 및 교통 

공학, 유압 공학, 공간 및 그래픽 과학

응용 수학, 기계 워크숍

물리 화학

유기 화학

무기 화학

생물분자 기능학

생체 기능 생물학

자연역사 생물학

환경 지구학

지구물질 진화학

학부 대학원

주요 연구주제전공

학부

전공

대학원

전공연구분야

수학

물리학
수학 및 물리학

분자 재료 과학

생물학 및 지구과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수학

기계 공학

응용 물리학 및 

전자 공학

정보 통신 

공학부

응용 화학 및 

생물

건축 및 

건축 공학

도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응용 수학 및 

기타

기계 및 

물리 공학

물리 전자 

정보학

응용 화학 및 

생물

도시 공학

(기계 및 

물리 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오사카 시립대학교 식물학 정원
　식물학 정원은 1950년에 과학 및 엔지니어 연구 기관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식물학 정원은 기초적인 식물학 
연구를 위해 무수한 식물들을 보관 및 관리해왔습니다. 식물학 정원은 연구뿐만 아니라, 누구든 식물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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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부/ 이학연구과 공학부/ 공학연구과

상급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
http://www.sci.osaka-cu.ac.jp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http://www.eng.osaka-cu.ac.jp

　이학부는 1949년에 설립되어 5개의 부서와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학부의 교수진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 몇 

그룹은 국제적으로 현저히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학부와 연구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과정은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학과 수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하이레벨의 실험설비와 소그룹 세미나들로 제공 

됩니다. 4학년 학생들은 실험실에 배정되어 교수의 

지휘아래 학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학연구과는 창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연구, 

세미나와 강의 등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연구 입니다. 대학원생들은 보통 2

년안에 대학원 논문을, 그리고 3년안에는 박사논문을 

마치게 됩니다. 본교의 졸업생들은 학계, 산업분야, 

혹은 국영 연구실등에서 뛰어나면서 보람된 일을 

하게됩니다. 　IT와 생명공학과 같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모두 공학을 기초로하여 

발달되었으며 사회와 산업의 극적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21세기에 인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환경문제와 같은 

여 러  문 제 들 에  직 면 하 고  있 어  

자 연 의 식 적 인  소 프 트  기 술 을  

개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공학부는 사회의 다각적이고도 정교한 

필요를 효율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위해 다섯개의 부서로 나누어진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시스템을 

설립하였습니다.

　공학의 기원은 지적 호기심과 젊음이 

주는 끝없는 탐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미래과학과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전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수리구조론

수리해석학

기초물리학

우주 고에너지 물리학

물성 물리학

열 공학, 유체 공학, 기계 역학, 생산 공학, 전력 

시스템 공학, 스마트 복합 재료 공학, 재료 모델링 및 

평가, 재료 물리 및 역학은 재료 작동 및 엔지니어링

전자기학, 전자 재료 및 측정, 재료의 광학적 성질 및 

기능, 재질 속성, 물리적 웨이브 전자, 고급 분광학 및 

측정, 수리 물리학의 설계

전자 회로, 광전자, 전자기 장치, 정보 시스템 공학, 

정보 처리 공학, 지식 및 데이터 공학, 정보 네트워킹 

공학, 통신 시스템 공학

무기 공업 화학, 유기 공업 화학, 고분자 화학, 공업 

물리 화학, 재료 화학, 고분자 화학, 생물 공학, 

생체기능 공학, 생체재료 공학, 세포 공학

건축에 대한 방재, 건축을위한 구조 공학, 건축 환경 

공학, 건축 계획, 건축 설계, 공간 및 그래픽 과학

도시 계획 및 설계, 도시 환경 계획, 하천 및 해안 

생태계 공학, 도시 재활용 공학, 구조 및 콘크리트 

공학, 응용 구조 공학, 지반 공학, 인프라 계획 및 교통 

공학, 유압 공학, 공간 및 그래픽 과학

응용 수학, 기계 워크숍

물리 화학

유기 화학

무기 화학

생물분자 기능학

생체 기능 생물학

자연역사 생물학

환경 지구학

지구물질 진화학

학부 대학원

주요 연구주제전공

학부

전공

대학원

전공연구분야

수학

물리학
수학 및 물리학

분자 재료 과학

생물학 및 지구과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수학

기계 공학

응용 물리학 및 

전자 공학

정보 통신 

공학부

응용 화학 및 

생물

건축 및 

건축 공학

도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응용 수학 및 

기타

기계 및 

물리 공학

물리 전자 

정보학

응용 화학 및 

생물

도시 공학

(기계 및 

물리 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오사카 시립대학교 식물학 정원
　식물학 정원은 1950년에 과학 및 엔지니어 연구 기관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식물학 정원은 기초적인 식물학 
연구를 위해 무수한 식물들을 보관 및 관리해왔습니다. 식물학 정원은 연구뿐만 아니라, 누구든 식물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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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부/ 의학연구과 간호학/ 간호학 연구과

오사카에서 선도적인 의료센터로써
http://www.med.osaka-cu.ac.jp

자유정신을 가진 건강관리 전문가가 되기위하여
http://www.med.osaka-cu.ac.jp

　오사카 시립대학 의과대학은 오사카시가 1944년에 

의사/약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지혜와, 축복, 

용 기 를  겸 비 한  의 술 을  베 풀 게  하 기  위 하 여  

설립하였습니다. 의학부와 의학 연구과, 그리고 

대학병원은 JR 오사카역에서 20분 거리, 스기모토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 20분정도 떨어진 오사카시 중앙 

(아베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넓이는 87,000 제곱미터로, 매일 2000

명이상의 외래 환자들과 900명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있습니다.  의학부와 의학연구과,  

대학병원은 기초의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사카시 안에서 역시 중요한 선진 메디컬 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학연구과는 의학과와 임상의학과, 이렇게 두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부코스에 더하여 

간호사,  약사,  임상기사등과 그밖에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학에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석사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분야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두드러진 진보로 인하여 일본의 의료보건 환경은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출산률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회보호기관이나 가정건강 의료환경에서는 정확한 관찰과 평가, 숙련된 환자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오사카시립대학 간호학부와 간호연구과는 이러한 필요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간호학과는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 실행가능한 의료보건환경을 만드는등, 사회가 처해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특징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보건 환경에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바인 인간미와 보건의료을 

중점으로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 보건의료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 국제간호 발전을 함께 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과학:

약리학, 생화학 및 분자 병리학, 생리학, 해부학, 해부학 및 신경 

생물학, 응용 약리학 및 치료제, 세포 생물학, 생화학, 환경 

병리학, 병리학, 예방 의학 및 환경 보건, 공중보건, 스포츠 의학, 

운동에 관련한 환경 생리학 , 법의학, 바이러스학, 세균학, 면역학, 

신경 과학, 분자 유전학

간호사 영어, 아카데믹 독해, 발달 심리학, 임상 심리학, 상담 이론, 임상 윤리, 해부학, 인체 메커니즘, 병리학, 약리학, 신진 대사 및 영양, 

병원성 생물학, 임상 영양학, 내과,외과, 산부인과,태아 의학, 소아과, 정신과, 감염 관리, 유전학, 가족사회학, 보건, 사회복지,  간호와 법률, 

역학 통계, 의료정보학

간호 이론, 임상 보건 간호학, 간호 프로세스, 기본 간호학, 조기 임상 간호 경험, 성인 간호학, 노인간호, 정신 / 정신 건강 간호학, 모자 

간호학, 아동 간호학, 가정 보건 간호, 지역 사회 보건 간호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관리, 상담, 간호 윤리, 평태생리, 인간 관계, 학술 작문, 감염 제어, 국제보건의료연구, 간호정책행정

간호 과학, 지역 사회 보건 간호, 노인간호, 가정 보건 간호, 급성 및 중요 케어 간호, 만성 간호,정신보건, 모자 간호

임상 의과학:

심장학, 호흡기학, 심혈관계 및 혈류역학, 소화기 및 간의학, 신진 

대사 내분비학 및 분자 의약, 혈액 및 실험실 의학, 신경정신과학, 

의약품 및 식품 임상 평가, 방사선과, 핵의학 진단 병리학, 마취학, 

중요 관리 및 외상학, 대학원 의학 교육, 산과 및 부인과 병리학, 

소아과, 노인 의학, 외과 종양학, 심혈관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학 및 의사 소통 과학, 신경 외과, 정형 

외과

대학원

학부

기본과목

대학원

기초과목

간호 과목

간호 과목

　의학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최고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윤리적 가치를 지닌 의술인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교의 의학교육이 전세계 교육기준에 

맞게 하기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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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부/ 의학연구과 간호학/ 간호학 연구과

오사카에서 선도적인 의료센터로써
http://www.med.osaka-cu.ac.jp

자유정신을 가진 건강관리 전문가가 되기위하여
http://www.med.osaka-cu.ac.jp

　오사카 시립대학 의과대학은 오사카시가 1944년에 

의사/약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지혜와, 축복, 

용 기 를  겸 비 한  의 술 을  베 풀 게  하 기  위 하 여  

설립하였습니다. 의학부와 의학 연구과, 그리고 

대학병원은 JR 오사카역에서 20분 거리, 스기모토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 20분정도 떨어진 오사카시 중앙 

(아베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넓이는 87,000 제곱미터로, 매일 2000

명이상의 외래 환자들과 900명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 있습니다.  의학부와 의학연구과,  

대학병원은 기초의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사카시 안에서 역시 중요한 선진 메디컬 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학연구과는 의학과와 임상의학과, 이렇게 두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부코스에 더하여 

간호사,  약사,  임상기사등과 그밖에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학에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석사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분야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두드러진 진보로 인하여 일본의 의료보건 환경은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출산률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회보호기관이나 가정건강 의료환경에서는 정확한 관찰과 평가, 숙련된 환자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오사카시립대학 간호학부와 간호연구과는 이러한 필요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간호학과는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 실행가능한 의료보건환경을 만드는등, 사회가 처해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특징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보건 환경에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바인 인간미와 보건의료을 

중점으로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 보건의료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 국제간호 발전을 함께 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과학:

약리학, 생화학 및 분자 병리학, 생리학, 해부학, 해부학 및 신경 

생물학, 응용 약리학 및 치료제, 세포 생물학, 생화학, 환경 

병리학, 병리학, 예방 의학 및 환경 보건, 공중보건, 스포츠 의학, 

운동에 관련한 환경 생리학 , 법의학, 바이러스학, 세균학, 면역학, 

신경 과학, 분자 유전학

간호사 영어, 아카데믹 독해, 발달 심리학, 임상 심리학, 상담 이론, 임상 윤리, 해부학, 인체 메커니즘, 병리학, 약리학, 신진 대사 및 영양, 

병원성 생물학, 임상 영양학, 내과,외과, 산부인과,태아 의학, 소아과, 정신과, 감염 관리, 유전학, 가족사회학, 보건, 사회복지,  간호와 법률, 

역학 통계, 의료정보학

간호 이론, 임상 보건 간호학, 간호 프로세스, 기본 간호학, 조기 임상 간호 경험, 성인 간호학, 노인간호, 정신 / 정신 건강 간호학, 모자 

간호학, 아동 간호학, 가정 보건 간호, 지역 사회 보건 간호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관리, 상담, 간호 윤리, 평태생리, 인간 관계, 학술 작문, 감염 제어, 국제보건의료연구, 간호정책행정

간호 과학, 지역 사회 보건 간호, 노인간호, 가정 보건 간호, 급성 및 중요 케어 간호, 만성 간호,정신보건, 모자 간호

임상 의과학:

심장학, 호흡기학, 심혈관계 및 혈류역학, 소화기 및 간의학, 신진 

대사 내분비학 및 분자 의약, 혈액 및 실험실 의학, 신경정신과학, 

의약품 및 식품 임상 평가, 방사선과, 핵의학 진단 병리학, 마취학, 

중요 관리 및 외상학, 대학원 의학 교육, 산과 및 부인과 병리학, 

소아과, 노인 의학, 외과 종양학, 심혈관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학 및 의사 소통 과학, 신경 외과, 정형 

외과

대학원

학부

기본과목

대학원

기초과목

간호 과목

간호 과목

　의학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최고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윤리적 가치를 지닌 의술인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교의 의학교육이 전세계 교육기준에 

맞게 하기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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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도시는 다문화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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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학 연구과는 1975년도에 생활과학 연구와 

교육을 하는 가장 최초의 기관중 하나로 설립 

되었습니다. 생활과학은 의료, 심리, 복지와 환경의 

발전을 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일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삶의 질을 창조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본 학부의 

4개의 교육과 연구 코스와 하나의 종합연구소가 최고의 

연구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에게는 이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코스는 필수 영양학, 식품안전, 식품학, 

응용영양, 임상영양학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 학부는 분자·생화학 영양, 식품학, 

환경보건학, 영양의학, 공중위생·지역사회 영양, 영양 

교육학, 임상·응용 영양 등 7개의 연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환경 디자인 코스는 환경공학, 디자인, 문화와 

주택계획 등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주거공간과 도시생활, 물리적 환경등과 연관된 

현대 문제들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코스는 발달심리가 인간의 행복에 대한 

학부 코스

자각을보는 시각으로 발달심리, 임상심리와 가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코스는 웰빙사회의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셜워크를 연구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영양
주택 및 환경 디자인

사회복지 

임상 심리학
인간 개발과 복지

도시 경영학 전공
기업가 연구분야

아시아비지니스 연구분야

분자 및 생물 영양, 식품 과학, 환경 보건 과학, 

영양의학, 보건 및 지역사회 영양, 영양 교육, 임상 

및 응용 영양학

기업가 코스에서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경영 능력 및 경제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사업가로서 필요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연구분야 에서는 일본과 빠른 속도로 개발 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책학 전공
도시 경제 정책연구 분야

도시 공공 정책연구분야

도시 공존 사회연구분야

도시 경제 정책연구 분야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 발전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도시지역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시의 비전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합니다. 

도시 공공 정책분야는 행정과 정책평가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행정개혁을 이끌어 내는 미래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도시 공존 사회연구분야는 인권문제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공정한 도시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들을 
개념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잠재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도시 정보학 전공
지식 정보 기반연구분야

정보 시스창생 연구분야

지식 정보 기반 연구분야는 정보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과학 기술과 콘텐츠를 디자인, 건설,통합 및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이고 여러 분야에 관계가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 시스템 혁신 과정은 다음 세대 정보사회 시스템 설립을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 및 실용적인 시스템 개발능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와 문화, 환경건축 자재 관련 엔지니어링,환경 

과학, 주택 계획,환경 디자인, 주거 공간 디자인, 

웰빙을 위한 안전 공학 및 인간 공학,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주택 및 환경디자인

자아 개발의 임상 심리학, 정신 병리학의 임상 

심리학, 교육 임상 연구, 임상 가족 연구

사회 복지, 사회 정책, 인간 웰빙 사회 시스템, 

첨단케어 과학

대학원

음식과 인간 

건강 과학

주택 및 

환경 디자인

사회복지 

임상 심리학

　발달된 도시 사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획득하여 문제해결 지식을 창출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창조도시연구과의 목적은 메트로폴리탄 (간사이 

지방을 중점으로 한)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창출하는 것 입니다.

　창조도시를 주요 컨셉으로 한 세개의 주요전공 

과정은 굉장히 전문화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도시경영학과정은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도시정책학　과정은 경제, 

행정, 사회분야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정보학 

과정은 정보 인프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전공과정의　기본 이수기간은 2년 입니다. 

　또한　본 학과에서는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한 

여론주도자들과 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박사과정도 준비되어있습니다.

12 13



생활과학부/ 생활과학 연구과 창조도시연구과

최고의 삶의질을 창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http://www.life.osaka-cu.ac.jp

창조적인 도시는 다문화를 구성
http://www.gscc.osaka-cu.ac.jp

　생활과학 연구과는 1975년도에 생활과학 연구와 

교육을 하는 가장 최초의 기관중 하나로 설립 

되었습니다. 생활과학은 의료, 심리, 복지와 환경의 

발전을 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일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삶의 질을 창조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본 학부의 

4개의 교육과 연구 코스와 하나의 종합연구소가 최고의 

연구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에게는 이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코스는 필수 영양학, 식품안전, 식품학, 

응용영양, 임상영양학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 학부는 분자·생화학 영양, 식품학, 

환경보건학, 영양의학, 공중위생·지역사회 영양, 영양 

교육학, 임상·응용 영양 등 7개의 연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환경 디자인 코스는 환경공학, 디자인, 문화와 

주택계획 등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주거공간과 도시생활, 물리적 환경등과 연관된 

현대 문제들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코스는 발달심리가 인간의 행복에 대한 

학부 코스

자각을보는 시각으로 발달심리, 임상심리와 가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코스는 웰빙사회의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셜워크를 연구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영양
주택 및 환경 디자인

사회복지 

임상 심리학
인간 개발과 복지

도시 경영학 전공
기업가 연구분야

아시아비지니스 연구분야

분자 및 생물 영양, 식품 과학, 환경 보건 과학, 

영양의학, 보건 및 지역사회 영양, 영양 교육, 임상 

및 응용 영양학

기업가 코스에서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경영 능력 및 경제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사업가로서 필요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연구분야 에서는 일본과 빠른 속도로 개발 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책학 전공
도시 경제 정책연구 분야

도시 공공 정책연구분야

도시 공존 사회연구분야

도시 경제 정책연구 분야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 발전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도시지역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시의 비전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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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연구기관과 연구부서

연구기관 연구기관

학술 정보 종합 센터
http://www.media.osaka-cu.ac.jp

일본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인 이곳은 대략 250만권의 책과, 3만건이 넘는 

과학 논문,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학술 정보 종합센터에는 대학교 정보처리 

네트워크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휴게실 및 프레젠테이션 연습실이 

제공되어있습니다. 

인공광합성 연구센터 (ReCAP)
http://www.recap.osaka-cu.ac.jp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진들이 광합성을 연구하는 최첨단 건물로써, ReCAP은 

2013년, 산업-대학교-정부의 협력하에 인공광합성의 가속화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ReCAP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보건과학 혁신센터 (CHSI)
http://www.chsi.osaka-cu.ac.jp

보건과학 혁신센터(CHSI)는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 및 피로에 따른 연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산업-대학-정부와의 협력에 의하여, 

건강식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켰으며, 동시에 최신의 과학적인 정보들을 사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센터 및 재해관리 연구센터 (CERD)
http://www.cerd.osaka-cu.ac.jp

동일본대지진 이후,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특정한 지역의 미래 재난을 예측 및 

연구와 지원하기위하여 조직하였습니다. CERD는 2015년에 좀 더 넓은 연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재난지식의 사회적 이행”과 “지역재난 준비”를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기관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창생 연구센터
http://www.osaka-cu.ac.jp/ja/research/collaboration_office/incubator
email: sangaku-ocu@ado.osaka-cu.ac.jp

2003년 오사카 시립대학은 신산업창생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산업-대학간의 전반적인 협동범위를 

늘렸으며 연구센터는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을 활용하고 산업의 필요한 부분들을 만족 시켜 주기 위하여 산업-대학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것 은 매우 건설적이며 혁신적인 방법 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 투자나 제품개발을 계획 

하고 있는 지역 사업가들 또는 회사들을 위한 신생기업 지원센터가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학병원
http://www.hosp.med.osaka-cu.ac.jp

오사카 대학병원은 32개의 의료진료과에서 하루 평균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입니다. 
부서로는 ①암관리 센터 ②치매 의학센터 ③응급센터와 중환자관리 센터 
오사카 시립대학 병원은 오사카 지역을 위하여 수준높은 양질의 보건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학업 연장 센터

·오사카 시립대학의 자연과학과 
기술을 위한 첨단 연구소

·대학역사보관소

·직업 센터

·정보기관 센터

·대학교육 연구센터

·중앙 연구실

·지역제휴 센터

·영어교육 개발 센터 

·국제 센터

·보건관리센터

·MedCity21, 
첨단예의료부속병원

·의과학 정보 센터

·의료 연수 센터

·방사선 센터

·증권연구 센터

·인권문제 연구센터

·도시건강-스포츠 연구센터

·학생 지원 센터

·다카하라 기념관

·다나카 기념관

·토네야마 결핵 연구소

·도시 연구 프라자

·URA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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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입학

학부생 코스들

대학원생 코스들

연구생
 

교환학생
 

 

EJU 시험을 봐야합니다. 필요한 과목과 성적은 학부마다 다릅니다.

지원

지원서류를 얻은 후(10월부터) 지원서를 제출하세요.(명시된 12월 날에)
.

오사카 시립대학 입학 시험을 보세요.

학부에 따라 입학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입학

(학기는 4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사 코스들

 

박사과정 코스들

밑의 내용은 오직 입학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얻어 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우리학교 웹사이트에서 입학 절차과정을 봐주세요.

오사카시립대학에 입학
(학기는 4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과는 10월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다르고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사카 시립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세요. 

대학원마다 입학 시험 과목은 다릅니다.

지원하세요.

지원 서류를 6월 에 얻은 후 7월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세요.

카운셀러를 찾으세요.

해당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Global Exchange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카운셀러를 찾으세요.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Global Exchange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지원하기

지원서류는 11월부터 받을수 있고 1월 해당 

날짜에 제출해주세요.

오사카 시립대학 시험을 볼수있습니다. 

입학시험은 과목을 학과마다 다릅니다.

오사카시립대학 입학(학기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과, 공과, 의학과는 10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각 학과마다 다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유학생은 일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과 비슷할 만한 레벨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EJU시험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하고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선발 과정을 패스해야합니다. 필요한 EJU 과목들과 성적들 

그리고 정확한 선발 과정은 학부에 따라 다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 대학원 학생들은 적절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원 선발 과정을 

통과시켜줄 지도교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연구생들은 적절한 과목에서 인정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원 선발 

과정을 통과시켜줄 지도교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사카시립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부터의 교환학생들은 지원 서류들을 해당 대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유학생

학위 과정(학부/대학원)

연구생 

교환 프로그램 

일본어 능력 조건

학부 과정
　대학 교수단과 의과대학은 학부 생들이 학사 학위를 이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4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과 대학은 6년제)

대학원 과정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2년제이고 박사학위 과정은 3년제 입니다. 의과대학원은 4년제 박사학위 과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에는 수업활동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은 해외 대학 또는 연구 기관들과 다양한 학업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협정 하에 연구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호적 교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학부와 

대학원 수업들을 수강 할 수 있고 또한 일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파티와 문화 행사를 1년에 여러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대부분의 수업들은 일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매우 드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업으로써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28번 수업)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일본어 보충 수업

6월
또는 11월

10월
에서 12월

2월

4월 1일

7월전

6월~7월

8월
또는 9월

4월1일

12월달 전

11월
에서 1월

2월

4월 1일

※IB시험을 응시한 학생과 그리고 일본 귀국 학생들은 Literature 
(문학) 와 human Sciences (인문과학) 학부 따른 입학 
절차들을 따라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이고 입학 시험은 11
월에 봅니다.

　매년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학위가 아닌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진의 가이드하에 특정한 기간동안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4월이나 10월 학기에 6개월 혹은 1년 과정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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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입학

학부생 코스들

대학원생 코스들

연구생
 

교환학생
 

 

EJU 시험을 봐야합니다. 필요한 과목과 성적은 학부마다 다릅니다.

지원

지원서류를 얻은 후(10월부터) 지원서를 제출하세요.(명시된 12월 날에)
.

오사카 시립대학 입학 시험을 보세요.

학부에 따라 입학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입학

(학기는 4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사 코스들

 

박사과정 코스들

밑의 내용은 오직 입학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얻어 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우리학교 웹사이트에서 입학 절차과정을 봐주세요.

오사카시립대학에 입학
(학기는 4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과는 10월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다르고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사카 시립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세요. 

대학원마다 입학 시험 과목은 다릅니다.

지원하세요.

지원 서류를 6월 에 얻은 후 7월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세요.

카운셀러를 찾으세요.

해당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Global Exchange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카운셀러를 찾으세요.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Global Exchange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지원하기

지원서류는 11월부터 받을수 있고 1월 해당 

날짜에 제출해주세요.

오사카 시립대학 시험을 볼수있습니다. 

입학시험은 과목을 학과마다 다릅니다.

오사카시립대학 입학(학기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과, 공과, 의학과는 10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각 학과마다 다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유학생은 일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과 비슷할 만한 레벨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EJU시험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하고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선발 과정을 패스해야합니다. 필요한 EJU 과목들과 성적들 

그리고 정확한 선발 과정은 학부에 따라 다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 대학원 학생들은 적절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원 선발 과정을 

통과시켜줄 지도교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연구생들은 적절한 과목에서 인정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원 선발 

과정을 통과시켜줄 지도교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사카시립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부터의 교환학생들은 지원 서류들을 해당 대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유학생

학위 과정(학부/대학원)

연구생 

교환 프로그램 

일본어 능력 조건

학부 과정
　대학 교수단과 의과대학은 학부 생들이 학사 학위를 이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4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과 대학은 6년제)

대학원 과정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2년제이고 박사학위 과정은 3년제 입니다. 의과대학원은 4년제 박사학위 과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에는 수업활동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은 해외 대학 또는 연구 기관들과 다양한 학업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협정 하에 연구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호적 교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학부와 

대학원 수업들을 수강 할 수 있고 또한 일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파티와 문화 행사를 1년에 여러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대부분의 수업들은 일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매우 드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업으로써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28번 수업)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일본어 보충 수업

6월
또는 11월

10월
에서 12월

2월

4월 1일

7월전

6월~7월

8월
또는 9월

4월1일

12월달 전

11월
에서 1월

2월

4월 1일

※IB시험을 응시한 학생과 그리고 일본 귀국 학생들은 Literature 
(문학) 와 human Sciences (인문과학) 학부 따른 입학 
절차들을 따라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이고 입학 시험은 11
월에 봅니다.

　매년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학위가 아닌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진의 가이드하에 특정한 기간동안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4월이나 10월 학기에 6개월 혹은 1년 과정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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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빌리지는 다기능정인 공간으로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쉬고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나 그 들의 행사를 준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거나‘café’ talk’라 
불리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English café를 포함합니다.

‘café talk’이벤트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일주일에 세 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빌리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한 정보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오사카시립대학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국제적인 
의식과 상호문화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업료 (2016 4월 기준, 수업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사비외국인유학）

경제적 지원 및 장학금 지원 (2016 4월 기준)

글로벌 빌리지

비용 (엔화)

학부

대학원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연구생

지원비용

17,000

30,000

9,800

입학 금

342,000

342,000 (법과대학원: 0)

102,600

오사카시민 (1)

222,000

222,000

66,600

연간 수업료

535,800

535,800

29,700 p/m

장학금

일본정부

(문부과학성) 

장학금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금

(JASSO)

월 (2016 4월 기준)

￥143,000 (연구생)

￥144,000 (석사)

￥145,000 (박사) 

￥48,000 (학부와 대학)

유학생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 초청사업과 펠로쉽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학사 일정2016-2017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졸업식 :  

첫학기 :  

입학식 : 

여름방학:  

둘째학기: 

겨울방학: 

봄 방학 :

3월말

4월 1일- 9월30일

4월4일

8월5일-9월15일

10월1일-3월31일

12월23일-1월7일

3월20-3월31일

(1)  오사카 거주민이거나 자녀인 경우,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에 만족되야 특별비용에 자격이 주어짐：

　　- 대학입학식 날짜를 기준으로 오사카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 

　　- 대학입학식 날짜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오사카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

노트: 학위취득을 위한 학비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써, 각각 5월과 10월입니다. 학비 분할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연구생의 6개월마다 학비를 납부해야합니다. 학비 분할입금은 불가능합니다. 

학비 면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제학생들은30%, 50%, 
100%의 학비면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오사카 시립대학에는 약 30%의 유학생들이 다양한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장학제도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의 국제과에 연락하시면 장학금 리스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페이지 상단 참고)

오사카 시립대학 외국 연구원을 위한 펠로쉽
　외국 연구원들을 위한 오사카 시립대학 펠로쉽은 학문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992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5-9명의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학자들을 세계 각국에서 초빙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펠로쉽은 초빙된 연구원들의 여행 비용과 생활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OCU 객원교수
　OCU는 주기적으로 해외의 다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객원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열거나 연구 학술회에 

참가합니다. 초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 숙박시설
　오사카 시립대학과 그 외의 공공 단체들은 국제 학생들을 위하여 제한된 수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가량의 국제 

학생들이 오사카 시립대학 주위의 사설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또는 그 외의 공공 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에 관한 정보는 Global Exchange Office 에서 얻으실수 

있습니다.

오사카시립대학 국제교류숙소: 2-438 Higashiuenoshibacho, Kita-ku, Sakai-shi

접수기간: 1월 중순 (입주자는 3월 초에 선정됨)

객실 수: 29 싱글 룸

자격조건 : 1인（유학생, 정규학생 신입생을 우선합니다）

거주기간: 최대 1년 (거주자들은 3월 28일까지 퇴실해야함)

월세: 6,000엔  (2016년4월 기준)

외국 연구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
　오사카 시립대학 게스트 하우스는 국제학문 교환과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방문한 연구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1999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모든 게스트 하우스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사카 시 중심부로 진입이 편리한 스기모토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자들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또한 이 시설은 지붕 위에 태양열 발전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 있는 친환경적 설계를 자랑 하고 있습니다.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주교수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OCU 국제 레지던스에는 3개월에서 12개월동안 거주하는 객원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투룸 가능합니다)

Osaka City University Guest House: 3-3-138 Sugimoto Sumiyoshi-ku, Osaka-shi

접수기간:  1년마다 호스트를 통해 접수

객실 수:  27 싱글 룸, 3 가족단위 주거지

자격조건 : 객원 교수, 대학원생, 교환학생

거주기간:  최대 1년  

하루 거주비용: 싱글 룸2,000엔, 가족단위 주거지4,000엔 (2016년 4월 기준)

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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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빌리지는 다기능정인 공간으로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쉬고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나 그 들의 행사를 준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거나‘café’ talk’라 
불리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English café를 포함합니다.

‘café talk’이벤트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일주일에 세 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빌리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한 정보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오사카시립대학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국제적인 
의식과 상호문화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업료 (2016 4월 기준, 수업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사비외국인유학）

경제적 지원 및 장학금 지원 (2016 4월 기준)

글로벌 빌리지

비용 (엔화)

학부

대학원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연구생

지원비용

17,000

30,000

9,800

입학 금

342,000

342,000 (법과대학원: 0)

102,600

오사카시민 (1)

222,000

222,000

66,600

연간 수업료

535,800

535,800

29,700 p/m

장학금

일본정부

(문부과학성) 

장학금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금

(JASSO)

월 (2016 4월 기준)

￥143,000 (연구생)

￥144,000 (석사)

￥145,000 (박사) 

￥48,000 (학부와 대학)

유학생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 초청사업과 펠로쉽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학사 일정2016-2017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졸업식 :  

첫학기 :  

입학식 : 

여름방학:  

둘째학기: 

겨울방학: 

봄 방학 :

3월말

4월 1일- 9월30일

4월4일

8월5일-9월15일

10월1일-3월31일

12월23일-1월7일

3월20-3월31일

(1)  오사카 거주민이거나 자녀인 경우,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에 만족되야 특별비용에 자격이 주어짐：

　　- 대학입학식 날짜를 기준으로 오사카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 

　　- 대학입학식 날짜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오사카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

노트: 학위취득을 위한 학비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써, 각각 5월과 10월입니다. 학비 분할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연구생의 6개월마다 학비를 납부해야합니다. 학비 분할입금은 불가능합니다. 

학비 면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제학생들은30%, 50%, 
100%의 학비면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오사카 시립대학에는 약 30%의 유학생들이 다양한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장학제도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의 국제과에 연락하시면 장학금 리스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페이지 상단 참고)

오사카 시립대학 외국 연구원을 위한 펠로쉽
　외국 연구원들을 위한 오사카 시립대학 펠로쉽은 학문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992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5-9명의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학자들을 세계 각국에서 초빙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펠로쉽은 초빙된 연구원들의 여행 비용과 생활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OCU 객원교수
　OCU는 주기적으로 해외의 다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객원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열거나 연구 학술회에 

참가합니다. 초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 숙박시설
　오사카 시립대학과 그 외의 공공 단체들은 국제 학생들을 위하여 제한된 수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가량의 국제 

학생들이 오사카 시립대학 주위의 사설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 또는 그 외의 공공 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에 관한 정보는 Global Exchange Office 에서 얻으실수 

있습니다.

오사카시립대학 국제교류숙소: 2-438 Higashiuenoshibacho, Kita-ku, Sakai-shi

접수기간: 1월 중순 (입주자는 3월 초에 선정됨)

객실 수: 29 싱글 룸

자격조건 : 1인（유학생, 정규학생 신입생을 우선합니다）

거주기간: 최대 1년 (거주자들은 3월 28일까지 퇴실해야함)

월세: 6,000엔  (2016년4월 기준)

외국 연구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
　오사카 시립대학 게스트 하우스는 국제학문 교환과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방문한 연구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1999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모든 게스트 하우스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사카 시 중심부로 진입이 편리한 스기모토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자들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또한 이 시설은 지붕 위에 태양열 발전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 있는 친환경적 설계를 자랑 하고 있습니다.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주교수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OCU 국제 레지던스에는 3개월에서 12개월동안 거주하는 객원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투룸 가능합니다)

Osaka City University Guest House: 3-3-138 Sugimoto Sumiyoshi-ku, Osaka-shi

접수기간:  1년마다 호스트를 통해 접수

객실 수:  27 싱글 룸, 3 가족단위 주거지

자격조건 : 객원 교수, 대학원생, 교환학생

거주기간:  최대 1년  

하루 거주비용: 싱글 룸2,000엔, 가족단위 주거지4,000엔 (2016년 4월 기준)

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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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경영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문학부

이학부

공학부

의학부

간호학부

생활과학부

도시창조학부

합계

943

962

709

726

718

1,224

568

223

512

-

6,585

72

43

68

153

271

417

239

29

122

280

1,694

11

17

7

16

0

10

0

0

2

0

63

12

27

5

45

11

15

14

0

18

69

216

2

3

2

20

0

7

0

0

3

7

44

1,015

1,005

777

879

989

1,641

807

252

634

280

8,279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

대만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베닝

볼리비아

불가리아

코트 디부 아르

크로아티아

인도

이란

몽골

네팔

242
26
13
7
4
4
4
3
3
2
2
2
2
1
1
1
1
1
1
1
1
1

207

3

191

173

17

1

13

219

2

194

149

42

3

23

171

15

128

72

56

0

28

164

16

133

98

26

9

15

156

98

51

41

2

8

7

278

189

85

76

9

0

4

128

16

103

81

20

2

9

1,323

339

885

690

172

23

99

국제 학문 교류 제도

합계 323

호주
★ University of Melbourne （대학간）
방글라데시
Rajshahi University 
University of Dhaka 
볼리비아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브라질
★ University of São Paulo （대학간）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
캐나다
HEC Montréal
University of Victoria 
중국
★ All Universities in Shanghai
 （대학간）
Anhui University
China Paulownia Research Cente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대학간）
Dalian University  （대학간）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대학간）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Inner Mongolia Normal University
Jilin University
Nanjing Normal University
Nankai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hanghai University （대학간）
Shenzhen University （대학간）
Soochow University 
Sun Yat-Sen University 
Tongji University
Zhengzhou University of Light 
Industry
프랑스
Cergy-Pontoise University
Jean Moulin - Lyon 3 University
Pierre & Marie Curie University 
University Claude Bernard Lyon 1 
University of Le Havre
독일
EKO-Haus der Japanischen Kultur
JWG-Universität Frankfurt
University of Bonn
University of Freiburg
★ University of Hamburg （대학간）
인도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러시아
★ 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대학간）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National Central University （대학간）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Medical University
타이
Chiang Mai University （대학간）
Chulalongkorn University （대학간）
Mahidol University
Naresuan University
Silpakorn University
Srinakharinwirot University 
Thammasat University （대학간）
영국
King’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Hertford College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Sheffield
아랍에미레이트
Gulf Medical University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대학간）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owa
Weber State University
베트남
Consulate General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Osaka
 （대학간）
Da Lat University
Hanoi Medical University
Hanoi Technical University of Mining 
& Geology 
HoChiMinh City Institute of 
Resources Geography
Nam Dinh University of Nursing 
 （대학간）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Ho Chi Minh City 
VNU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대학간）

★ 오사카시 자매 도시 교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Neuro Sciences
Postgraduate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 Research
Sree Chitra Tirunal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and Technology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대학간）
University of Pune
인도네시아
Andalas University （대학간）
Institut Seni Indonesia Yogyakarta
Universitas Airlangga
Universitas Gadjah Mada （대학간）
University of Padjadjaran
이탈리아
Fondazione Edmund Mach
Università Politecnica delle Marche
University of Modena and Reggio 
Emilia
한국
Ajou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대학간）
Chung-Ang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대학간）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Sahmyook University （대학간）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oul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대학간）
Yeungnam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멕시코
Universidad Autónoma de 
Guadalajara
Instituto Potosino de Investigacion 
Cientifica y Tecnologica
파키스탄
Quaid-i-Azam University 
필리핀
Damayan ng Maralitang Pilipinong 
Api
De La Salle University  （대학간）

유학생 유학생

국제 학문 교류 제도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비자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학생 또는 연구원들은 일본으로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자취득을 위한 자격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규정을 받은 후,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수 (2016 5월 기준)

졸업후 진로 (2016년 3월 졸업)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외국인
학부생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인
비정규

국가 /지역 학생

졸업

졸업자 수

진학

취업

기타

회사

공무원

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문학부 이학부
생활과
학부

합계공학부

　오사카시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써 오사카 시립대학은 다양한 국제 교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20

개국 이상에서 약 300여명의 국제 학생들이 오사카 시립대학의 학위와 수료 프로그램들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은 학문 교류를 전 세계의 다른 국제 대학들과 추가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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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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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부

생활과학부

도시창조학부

합계

943

962

709

726

718

1,224

568

223

512

-

6,585

72

43

68

153

271

417

23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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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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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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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

0

63

12

27

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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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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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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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16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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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0

0

3

7

44

1,015

1,005

777

879

98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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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634

280

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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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베트남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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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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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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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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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닝

볼리비아

불가리아

코트 디부 아르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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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몽골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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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3
7
4
4
4
3
3
2
2
2
2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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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

173

17

1

13

219

2

194

149

42

3

23

171

15

128

72

56

0

28

16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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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1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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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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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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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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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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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문 교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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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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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Rajshahi University 
University of Dhaka 
볼리비아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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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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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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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Mongolia Normal University
Jilin University
Nanjing Normal University
Nankai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Shanghai University （대학간）
Shenzhen University （대학간）
Soochow University 
Sun Yat-Sen University 
Tongji University
Zhengzhou University of Light 
Industry
프랑스
Cergy-Pontoise University
Jean Moulin - Lyon 3 University
Pierre & Marie Curie University 
University Claude Bernard Lyon 1 
University of Le Havre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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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G-Universität Frankfurt
University of Bonn
University of Freiburg
★ University of Hamburg （대학간）
인도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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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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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ral University （대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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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메세지 

　MEXT 장학금을 지원할 기회가 있었을때, 저는 오사카 시립대학교를 먼저 

지원했습니다. 대학원에 있는 제 일본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서로 

다들 도와주었고,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사카는 사람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어울릴수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었고, 전공 외의 사람들을 만날수 있다는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삶의 균형을 맞추려할때, 오사카 시립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곤 합니다.

　제가 오사카 시립대학교로 진학하려고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대 도시중에서 

높은교육 수준을 가진 학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은 매우 친절하며, 제가 

질문할때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 또한 질문을 

했을 때 잘 설명해줍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중국학생회 회장으로써, 

오사카 시립대학교가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많은 장소들에서 우리는 1달에 한번씩 

오사카 시립대학교에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유학생 휴식실에서 

거의 매일 탁구도 치며, 금요일마다 유학생들을 위해 예약된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에 입학하는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안톤 마르샤, 러시아, 창의적인 도시 및 도심 공존사회과
러시아에 있는 대학 중 한곳의 언어 교수이자 오사카 시립대학교 대학원생

왕 펜유안, 중국, 엔지니어 학부,
기계 공학부

유학생

오사카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위치

　오사카 시는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주요 경제중심지로서 교토, 고베 그리고 나라시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대도시권에는 약 88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지만 아담한 도시로 중심부에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20% 가 오사카에서 생산되며 오늘날의 가장 성공한 일본 기업들의 근원지로도 
유명 합니다. 파나소닉, 샤프 그리고 선토리 등의 기업들은 아직도 오사카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 20만이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사카는 특별히 로보트, 제약, 밧데리, 환경 그리고 전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오사카는 현대 도시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 합니다: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주변의 산, 그리고 
중심부에서 기차로 35분밖에 안 걸리는 국제 공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낮은 편이며 출퇴근 시간은 짧으며 
문화가 풍부한 간사이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구경거리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베노 캠퍼스

1-4-3 Asahimachi, Abeno-ku, Osaka
545-8585 JAPAN (약학부)
1-5-17 Asahimachi, Abeno-ku, Osaka
545-0051 JAPAN (간호부)

오시는 길:
J R  한 화 선  또 는  지 하 철  미 도 지 스 선  
텐노지역에서 걸어서 10분.
킨테츠 오사카선 오사카아베노바시역에서 
걸어서 10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길: 간사이 공항에서 
급행을 타시거나 하루카 행 급행열차를 타신 
후 텐노지 역에서 내리십시오

우메다 Satellite
1-2-2-600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

오시는 길: 
JR 토자이선 기타신지역에서 걸어서 1분.
JR  오사카역,  한신 우메다역,  지하철 
우메다역 또는 니시우메다역에서 걸어서 3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 길: 쿄바시 행 간사이 
공 항  급 행 을  타 신  후  오 사 카  역 에 서  
내리십시오

스기모토 캠퍼스
3-3-138 Sugimoto Sumiyoshi-ku, Osaka
558-8585 JAPAN

오시는 길: 
JR 한화선 스기모토초 역에서 걸어서 5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길: 간사이 공항 급행을 
타신 후, 사카이 시에서 텐노지 행으로 갈아타신 
후 스기모토 초 역에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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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 캠퍼스
(약학대학교 학부, 간호대학교 및 오사카 시립대 대학병원)

우메다 Satellite
(창조도시 및 연구개발 대학원)

스기모토 캠퍼스



학생들의 메세지 

　MEXT 장학금을 지원할 기회가 있었을때, 저는 오사카 시립대학교를 먼저 

지원했습니다. 대학원에 있는 제 일본인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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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사카 시립대학교로 진학하려고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대 도시중에서 

높은교육 수준을 가진 학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은 매우 친절하며, 제가 

질문할때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 또한 질문을 

했을 때 잘 설명해줍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중국학생회 회장으로써, 

오사카 시립대학교가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많은 장소들에서 우리는 1달에 한번씩 

오사카 시립대학교에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유학생 휴식실에서 

거의 매일 탁구도 치며, 금요일마다 유학생들을 위해 예약된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에 입학하는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안톤 마르샤, 러시아, 창의적인 도시 및 도심 공존사회과
러시아에 있는 대학 중 한곳의 언어 교수이자 오사카 시립대학교 대학원생

왕 펜유안, 중국, 엔지니어 학부,
기계 공학부

유학생

오사카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위치

　오사카 시는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주요 경제중심지로서 교토, 고베 그리고 나라시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대도시권에는 약 88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지만 아담한 도시로 중심부에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20% 가 오사카에서 생산되며 오늘날의 가장 성공한 일본 기업들의 근원지로도 
유명 합니다. 파나소닉, 샤프 그리고 선토리 등의 기업들은 아직도 오사카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 20만이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사카는 특별히 로보트, 제약, 밧데리, 환경 그리고 전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오사카는 현대 도시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 합니다: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주변의 산, 그리고 
중심부에서 기차로 35분밖에 안 걸리는 국제 공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낮은 편이며 출퇴근 시간은 짧으며 
문화가 풍부한 간사이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구경거리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베노 캠퍼스

1-4-3 Asahimachi, Abeno-ku, Osaka
545-8585 JAPAN (약학부)
1-5-17 Asahimachi, Abeno-ku, Osaka
545-0051 JAPAN (간호부)

오시는 길:
J R  한 화 선  또 는  지 하 철  미 도 지 스 선  
텐노지역에서 걸어서 10분.
킨테츠 오사카선 오사카아베노바시역에서 
걸어서 10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길: 간사이 공항에서 
급행을 타시거나 하루카 행 급행열차를 타신 
후 텐노지 역에서 내리십시오

우메다 Satellite
1-2-2-600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

오시는 길: 
JR 토자이선 기타신지역에서 걸어서 1분.
JR  오사카역,  한신 우메다역,  지하철 
우메다역 또는 니시우메다역에서 걸어서 3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 길: 쿄바시 행 간사이 
공 항  급 행 을  타 신  후  오 사 카  역 에 서  
내리십시오

스기모토 캠퍼스
3-3-138 Sugimoto Sumiyoshi-ku, Osaka
558-8585 JAPAN

오시는 길: 
JR 한화선 스기모토초 역에서 걸어서 5분
간사이 공항에서 오시는길: 간사이 공항 급행을 
타신 후, 사카이 시에서 텐노지 행으로 갈아타신 
후 스기모토 초 역에 내리십시오

22 23

아베노 캠퍼스
(약학대학교 학부, 간호대학교 및 오사카 시립대 대학병원)

우메다 Satellite
(창조도시 및 연구개발 대학원)

스기모토 캠퍼스



O
C
U

2016.9

大 阪 市 立 大 学
O S A K A  C I T Y  U N I V E R S I T Y

Global Exchange Office, tel. +81-(0)6-6605-3558
email: goto.ocu@ado.osaka-cu.ac.jp 　http://www.osaka-cu.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