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n University-Ritsumeikan University
Joint Degree Program

Ritsumeikan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 a k u r a  S c h o l a r s
AY 2018

What is a Joint Degree Program?

Learning Schedule

Features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RU-Home 
Students)과 아 메 리 칸 대 학 에 서 학 습 을 시 작 하 는 
학생(AU-Home Students)들이 함께 배우며 익힙니다. 
RU-Home Students 는 첫 1 년 6 개월을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교육 받은 후, 2 년간 아메리칸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6 개월을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보내며 학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연구지도에 
대해서도 미일 양국 대학의 교원들이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Course Example: Research

SISU-206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AU

SISU-306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AU

Independent Study @AU

Advanced Seminar  @RU

Graduation  Research @RU

Course Example: Regional Focus

SISU-212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AU  

Japan-United States Relations @ RU

Kyoto and the Japanese Arts @ RU

공 동 학 위 제 프 로 그 램(Joint Degree Program)이 란 두 
대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교육체제 아울러 제휴된 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양 대학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하나의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캠퍼스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3 년 졸업식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의 전략>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 대학은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방문한 학교입니다. 일본의 전통문화와 
혁신의 정신이 융합된 교토, 그리고 역동하는 국제정치의 중심에 
위치한 워싱턴 D.C., 두 도시에서의 배움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형성을 가 능하게 하며, 
학생들은 이렇듯 전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로써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학사(글로벌 국제관계학) 학위를 수여합니다.

■
■
■

두 대학이 연계 디자인한 교육과정(커리큘럼)

국제정치의 중추 도시 워싱턴 D.C 와 문화・학술도시인 교토 ( 京都 ) 에서 배움

미국과 일본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커뮤니티 “코호트 (Cohorts)”를 형성

본 프로그램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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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프로그램 , 입시정보는 웹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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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18 년도부터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RU-
Home Students) 에 관한 자료입니다. 2019 년도 이후 학업을 시작하 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장학금제도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AU- Home Students) 은 아메리칸 대학 
웹사이트(http://www.american.edu/sis/)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Other Information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는 외무성, JICA, 국제교류기구, NGO 등의 외교 및 국제협력/교류분야는 물론, 종합상사나 글로벌 브랜드, 
투자은행 등의 비즈니스 분야, 그 밖에 대학교원부터 파일럿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브리티쉬콜롬비아 대학, 
옥스퍼드 대학, 런던•스쿨 오브 이코노미 등의 해외 명문 대학원 및 도쿄대학, 교토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등의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실적도 
다수 있습니다. 공동학위과정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학습계획을 의식하며 커리어센터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중인 사이에도 커리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아메리칸 대학에서는 정부기관이나 미디어, 국제기관 등에서 활동 가능한 다양한 인턴제가 제공되어 
있으며,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SIS) 전속의 커리어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학위과정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도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입학 시 요구되는 조건 
상세한 내용은 차후 공개되는 입시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플(TOEFL)(ITP는 불가)/IELTS의 점수 및 일정수준의 GPA 가 
필요합니다. 영어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은 적극적으로 수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지 등의 내용을 영어로 된 문장으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입학 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2 년차 후반학기에 아메리칸 대학에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플(TOEFL) iBT 테스트 80 점(각 영역 20 점) / IELTS Composite 6.5, 각 영역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1 년차말 단계 시점까지 취득 
필요)

비용에 대해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은 리츠메이칸 대학과 아메리칸 대학에서 배우는 기간 동안, 각각의 학교에 소정의 학비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대학에서는 일정기준의 성적을 달성할 경우 30%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에서도 일정의 
성적기준을 달성한 학생의 경우 파견장학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요강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onsiderations
재정증명서 제출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시작하는 학생(RU-Home Students)은 미국 입국 비자 취득을 위해 아메리칸대학에서 학점 이수전에 
재정증명서(Certification of Finan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CFIS)를 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대학의 2017-2018 년 학년력에서 필요한 계좌잔금이 62,819 달러로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 학비 및 타 관련비용을 토대로 매년 
산출되는 것이므로 향후 금액이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학점 이수에 관한 제약 등
아메리칸 대학과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 연계 학과의 커리큘럼의 구조와 학점 이수 스케줄의 특성 상, 교직과정 이수 과목이나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과목, 전 학부 공통 교양과목의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 중 본 대학의 다른 해외 유학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얻은 학점도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학은 1 학기 단위가 아니라 1 년(2 학기) 단위로 카운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