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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개 웹페이지

● Web Japan(외무성)

 http://web-japan.org/

● 일본정부관광국(JNTO)

 http://www.welcometojapan.or.kr/ 

● 매력이 넘치는 일본의 지방(관광청)

 http://www.mlit.go.jp/kankocho/cruise/jp/introduction/index.html

● 평균수명 : 세계 1위

●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 : 세계 1위

● UN분담금 : 세계 2위

● 국민총소득(GNI) : 세계 3위

● 자동차 생산 대수 : 세계 3위

● 세계 평화도 지수 : 세계 10위(아시아 1위)

● 인구 : 세계 11위

● 세계유산 수 : 세계 12위(아시아 4위)

●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수 : 25명

　 세계 7위(아시아 1위)

출처 : 키즈 외무성 세계 여러 가지 잡학 랭킹

출처 : Global Peace Index 2017

출처 : 국제자동차공업회

출처 : 「문부과학통계요람(2017년도판)」

지방의 매력
자연이 가득!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 역사가 가득!

   홋카이도 지방의 산업      식품, 제지 · 펄프, 철강 · 기계 · 석유화

학제품, 관광. 사탕무, 감자, 밀, 생유, 해산물.

   도호쿠 지방의 산업       전통공업, 전자기계, 정밀기계. 쌀, 사과, 

체리, 복숭아, 배, 해산물.

   간토 지방의 산업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가

전, 항공기, 서비스업. 근교농업.

   주부 지방의 산업       도자기, 정밀기계, 항공기, 자동차, 석유화

학. 쌀, 귤, 차, 사과, 포도, 복숭아.

   긴키 지방의 산업      중화학, 섬유, 전기기기, 식품. 근교농업, 임

업, 귤, 진주양식.

   주고쿠 지방의 산업      화학섬유,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배, 머스캣, 복숭아, 가두리 양식.

   시코쿠 지방의 산업      조선, 금융, 제지 · 펄프, 타월, 화학섬유. 

귤, 연근, 당근.

   규슈 · 오키나와 지방의 산업       철강, 기계공업, 화학, 조선, 석

유화학. 쌀, 귤, 고구마, 잎담배, 축산,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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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일본은 어떤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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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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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eb-japan.org/
http://www.welcometojapan.or.kr/
http://www.mlit.go.jp/kankocho/cruise/jp/introduc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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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분의 유학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

제1위 학위 취득 53.2%

제2위 취업에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 습득 47.3%

제3위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기업에 취업 44.3%

제4위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서 국제적인 인맥을 만들고 싶다. 31.8%

제5위 국제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31.0%

제6위 교양 습득 27.1%

제7위 일본어 능력 향상 21.8%

제8위 다른 문화 체험 17.3%

제9위 좋은 환경에서 연구 9.6%

Q 왜 유학할 곳으로 일본을 선택했습니까? (복수응답)

A

제1위 일본 사회에 흥미가 있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59.5%

제2위 일본어 · 일본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47.3%

제3위 일본의 대학 등의 교육, 연구가 매력적이어서 35.8%

제4위 일본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25.0%

제5위 다른 문화를 접해 보고 싶어서 23.1%

제6위 흥미 있는 전문분야가 있어서 22.1%

제7위 친구, 지인, 가족 등이 추천해서 19.6%

제8위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19.6%

제9위 다른 나라도 생각했지만, 학력이나 비용 등의 조건이 제일 잘 맞아서 15.0%

제10 위 대학 간 교류 등을 계기로 해서 5.8%

현재 유학 중인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Q 일본유학을 한 인상은?

좋았다.

90.8%

나빴다.

1.1%

어느 쪽도 아니다.　7.7%
불명　0.4%

뛰어난 연구자나 환경에 둘러싸

인 충실한 연구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몰두해 봅시다!

일본의 독특한 취업활동은 힘들

었지만, 나를 되돌아 보고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

습니다!

일본인이나 다른 나라의 친구들

을 많이 만들고 적극적으로 커뮤

니케이션을 하거나,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충실한 생

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출처 :  「2015년도 사비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 (J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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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 · 칭호

학사학위 대학 4년 (※ 일부 6년)

경제학  물리학
의학    건축학
농학    복지
디자인  미술
교육학  사회학
정보학  환경학
애니메이션  게임

석사학위 대학원 2년~

박사학위 대학원 3년~

단기대학사 단기대학 2년 (※ 일부 3년)

전문사 전문학교 2~3년

고도전문사 전문학교 4년

2

단기학습
체험

단기유학
일본어학교,
대학의 단기프로그램

수개월~1년 일본어
일본문화
비교문화

교환유학 대학 1년 이내

3

일본어 학습

어학습득 일본어학교 ~2년
진학 과정
일본어 회화
비즈니스 일본어진학

일본어학교 ~2년

사립대학 · 단기대학 1~2년

언제 가나?

언제부터 시작하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항공비는? 생활비는?

주거비는? 식대는?

저금은 충분한가?

집에서 보내주는 경비는?

아르바이트는? 장학금은?

계획 세우기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유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장래에 갖고 싶은 

직업에는 어떤 자격 · 능력이 

필요한가?

Why
왜

When
언제

How much
얼마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면 좋을까?

Where
어디에서

공부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How long
기간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

전공 · 전문분야는?

What
무엇을

P. 4~5의  「스케줄」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 봅시다! P. 28~36을 보면서 계산해 봅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

유
학
계
획

유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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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

1 ~ 8  은 자국에서 준비, 9  는 일본에서 준비, 10  에서 일본

어학교에 입학합니다.

계획

1

일본어를 공부한 후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

학하고 싶은 사람

1 ~ 8  은 자국에서 준비, 9  는 일본에서 준비, 10  에서 일

본어학교에 입학. 일본어학교에서 공부 중에는 11 ~ 12  의 준

비, 22  에서 수료. 23  에서 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계획

2

자국에서 직접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

이미 일본어 능력이 충분한 여러분,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정에 가는 여러분···.

2 ~ 10  은 건너뛰고 11  의 자료 요청부터 시작합시다.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절차를 밟아서 23  에서 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계획

3

유학계획은 세웠나요?

다음은 어떻게 준비를 진행해 가는지 대략적인 스케줄을 살펴봅시다.

유학계획부터 일본에 가기까지

 ＝자국에서 준비

 ＝일본에서 준비

계획 1 계획 2 단계 관련 페이지 시기 행동

START START 1  계획과 정보수집
P. 3

P. 28～31
유학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필요한 어학능력이나 유학경비를 확인한다.

2  일본어학교 자료 요청 P. 18 · 19 4월 ～ 6월 10월 ～ 12월
관심 있는 여러 학교에 학교 안내, 입학 원서를 요청한
다. 출원 자격을 확인한다.

3  학교 선택 P.18 · 19 ～ 9월 ～ 2월 학교 안내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지망교를 결정한다.

4  출원 P.18 · 19 9월 ～ 11 월 2월 ～ 4월 입학 원서, 필요 서류를 지망교에 제출한다.

5  입학 허가

1월
～

3월

7월
～

9월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수업료 등을 송금한다.

6  입국 수속 P. 24～27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사증(비자)을 신청한
다.

7  유학 준비 거주할 곳을 알아본다.

8  출국 준비 · 출발 항공권, 보험을 알아본다.

9  입학 수속

계획 3
10  입학 · 학습 시작

일본어학교 입학

START 4월(1년 · 2년 과정) 10월(1년반 과정)

학습

11  대학 · 전문학교 자료 요청 P. 8～17 4월 ～ 5월
관심 있는 여러 학교에 학교 안내, 입학 원서를 요청한
다. 출원 자격을 확인한다.

12  학교 선택 P. 8～17 ～ 6월 학교 안내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지망교를 결정한다.

13  일본유학시험(EJU) 접수
일본어능력시험(JLPT)
TOEFL®, IELTS, TOEIC® 수험
(필요한 경우)

P. 20～21 ～ 7월
일본유학시험(EJU)을 접수하고, 필요한 시험을 수험
한다.

14  출원 P. 8～17 8월 ～ 10월 입학 원서, 필요 서류를 지망교에 제출한다.

15  수험 11월 ～ 2월
서류 전형, 일본유학시험(EJU) 수험, 지망교의 입학시
험 수험 등

16  입학 허가

1월
～

3월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17  입국 수속 P. 24～27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사증(비자)을 신청한
다.

18  유학 준비 수업료 등을 송금한다. 거주할 곳을 알아본다.

19  체류자격변경 수속

20  출국 준비 · 출발 항공권, 보험을 알아본다.

21  입학 수속

일본어학교 수료 일본어학교 수료
22  일본어학교 수료

GOAL!! GOAL!! 

대학 · 전문학교 23  입학
대학 · 전문학교 입학

4월

GOAL!! 24  졸업 3월

본인이 직접 유학 절차를 밟는 것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

하는 힘이 생기고, 어학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도 많지만, 

바쁘거나 어학능력이 불안할 경우, 유학알선업자를 통해서 일본유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선택 포인트!

① 비용 많은 곳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가격인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를 해서 학비나 생활비 전부를 벌도록 추천하지는 않는가?요

금의 명세나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주는가?

② 대응 유학 목표에 맞는 학교를 소개해 주는가? 위조서류로 입국하

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가? 질문이나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

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가?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지는 

않는가? 유학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힘든 점도 설명하는가?

③ 실적 일본에 파견한 실적이 충분히 있는가?

스케줄

스
케
줄

유학알선업자의 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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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계획 2 단계 관련 페이지 시기 행동

START START 1  계획과 정보수집
P. 3

P. 28～31
유학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필요한 어학능력이나 유학경비를 확인한다.

2  일본어학교 자료 요청 P. 18 · 19 4월 ～ 6월 10월 ～ 12월
관심 있는 여러 학교에 학교 안내, 입학 원서를 요청한
다. 출원 자격을 확인한다.

3  학교 선택 P.18 · 19 ～ 9월 ～ 2월 학교 안내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지망교를 결정한다.

4  출원 P.18 · 19 9월 ～ 11 월 2월 ～ 4월 입학 원서, 필요 서류를 지망교에 제출한다.

5  입학 허가

1월
～

3월

7월
～

9월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수업료 등을 송금한다.

6  입국 수속 P. 24～27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사증(비자)을 신청한
다.

7  유학 준비 거주할 곳을 알아본다.

8  출국 준비 · 출발 항공권, 보험을 알아본다.

9  입학 수속

계획 3
10  입학 · 학습 시작

일본어학교 입학

START 4월(1년 · 2년 과정) 10월(1년반 과정)

학습

11  대학 · 전문학교 자료 요청 P. 8～17 4월 ～ 5월
관심 있는 여러 학교에 학교 안내, 입학 원서를 요청한
다. 출원 자격을 확인한다.

12  학교 선택 P. 8～17 ～ 6월 학교 안내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지망교를 결정한다.

13  일본유학시험(EJU) 접수
일본어능력시험(JLPT)
TOEFL®, IELTS, TOEIC® 수험
(필요한 경우)

P. 20～21 ～ 7월
일본유학시험(EJU)을 접수하고, 필요한 시험을 수험
한다.

14  출원 P. 8～17 8월 ～ 10월 입학 원서, 필요 서류를 지망교에 제출한다.

15  수험 11월 ～ 2월
서류 전형, 일본유학시험(EJU) 수험, 지망교의 입학시
험 수험 등

16  입학 허가

1월
～

3월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17  입국 수속 P. 24～27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사증(비자)을 신청한
다.

18  유학 준비 수업료 등을 송금한다. 거주할 곳을 알아본다.

19  체류자격변경 수속

20  출국 준비 · 출발 항공권, 보험을 알아본다.

21  입학 수속

일본어학교 수료 일본어학교 수료
22  일본어학교 수료

GOAL!! GOAL!! 

대학 · 전문학교 23  입학
대학 · 전문학교 입학

4월

GOAL!! 24  졸업 3월

* 가을 입학(9월 또는 10월)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출원에서 입학 수속까지의 흐름은 학교에 따라 달라

 집니다. 학교의 모집요강을 잘 확인해서, 준비에 실 

수가 없도록 주의합시다.

스
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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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등교육은 초등교육(초등학교 6년) 및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 과정

을 수료한 후에 시작됩니다.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은 ① 고등전문학교, ② 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 ③ 단기대학, ④ 대학(학부), ⑤ 대학원으로 5곳이며, 설치자에 따라 국립 ∙ 공
립 ∙ 사립으로 구분됩니다.

학사력과 학기제를 확인하자!1
일본의 학교는 보통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한 학년으로 합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대학이 2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는 4월~9월, 후기는 10월~3월입니다. 3학기제나 4학기제를 도입한 대학도 있습니다.   

일본은 4월 입학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대학원에서는 9월 입학이나 10월 입학을 도입한 대학이 많습니다.

<4월 입학, 2학기제 학생의 1년>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학기 여름방학 2 학기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2 학기 겨울방학 2 학기 봄방학

일본의 교육제도

일
본
의 

교
육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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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을 확인하자!2
일본의 대학(학부) · 단기대학 ·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할 필요

가 있습니다. 고등전문학교로의 편입학은 11년, 대학원(석사과정)은 16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페루 등에서 10년 또는 11년의 초등 ·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

가 일본의 대학 등에 입학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 

외에 학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지망교에 문의합시다.

① 모국의 대학 입학 전의 준비교육과정이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1년 또는 2년간 재적하여, 정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다.

②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준비교육과정*1을 수료한다(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단, 초등 ·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이 12년에 미치지 못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해당 국

가에서 1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준비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입학자격이 있다고 간주한다.

＊1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준비교육과정」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취득할 수 있는 학위 · 칭호 및 수업연한을 확인하자!3

과정 취득학위 · 칭호 표준수업연한

대학원

박사과정＊1 박사 5년 

석사과정 석사 2년

전문직학위과정

석사(전문직) 2년

법무박사(전문직) 3년

교육석사(전문직) 2년

대학(학부)

일반학부, 4년제 약학부

학사

4년

의학, 치학, 수의학 과정, 

6년제 약학부
6년

단기대학＊2＊5 － 단기대학사 2~3년

고등전문학교＊3＊4＊5 － 준학사 3년(상선은 3년 6개월)

전수학교＊4 전문과정(전문학교)
전문사 2년 이상

고도전문사 4년 이상

＊1 대학원 박사과정은 전기과정(2년)과 후기과정(3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음.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이 6년인 의학 · 치학, 6년제 약학 · 수의학은 박사과정

의 수업연한이 4년.

＊2 단기대학 졸업 후, 전공과(1~2년간)에 진학해  「학사」 학위 취득 가능. 

＊3 보통, 고등전문학교의 수료연한은 5년이지만, 유학생은 3학년으로 편입가능. 졸업 후, 전공과에 진학해 「학사」 학위 취득 가능.

＊4 고등전문학교의 「준학사」, 전문학교의 「전문사」 및 「고도전문사」는 학위가 아니고 칭호.

＊5 대학개혁지원 · 학위수여기구(NIAD-QE)가 인정한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의 전공과를 수료하고, NIAD-QE의 심사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망교에 확인해 주세요.

학위수여사업(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 · 학위수여기구)

 http://www.niad.ac.jp/n_gakui/

일
본
의 

교
육
제
도

Q  일본에서 취득한 학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효한가요?

A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취득한 학위는 타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단, 국가에 따라서는 

교육부나 인증평가기관(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평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모국의 관계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http://www.niad.ac.jp/n_gak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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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을 확인하자!1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외국에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외국인학교를 수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④ 외국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1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⑤ 국제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자격을 소지하거나, GCEA레벨시험에서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한 

성적을 충족시키고, 만 18세가 된 자.

⑥ 국제적인 평가단체 <WASC, CIS, ACSI>의 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에 설치된 12년 과정을 수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⑦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⑧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상기 이외의 입학자격 중 어느 것인가를 충족시키는 자.

⑨ 학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만 18세가 

된 자.

※ ①~③의 경우, 12년 미만의 과정 또는 외국에서 지정된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이

나 연수시설의 과정 등을 수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를 찾자!2
대학 · 단기대학 　선택 포인트!

① 수업 · 연구 내용
내가 정말로 수강하고 싶은 수업이 있는가? 연구는 가능한가? 배우고 싶은 교수
가 있는가? 

② 코스(프로그램)
일본인과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인가? 영어로만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장기 프로그램인가? 단기 프로그램인가?

③ 연구시설 연구를 위한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가?

④ 입학시험 도일 전 입학허가제도가 있는가? 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는가?

⑤ 유학생 유치 실적 · 지원 체제
일본어 보충수업이 있는가? 유학생을 지원하는 직원, 공부나 생활을 도와줄 튜터
(도우미)가 있는가? 취업지원이 있는가?

⑥ 졸업생의 진로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취업한 곳은?

⑦ 학비 · 기타 필요 경비 초년도는? 2년째 이후는? 졸업까지의 총액은?

⑧ 장학금 등의 지급
학교 독자의 장학금제도나 학비 면제 · 감면제도는 있는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은? 일본에 가기 전에 지급 여부가 통지되는가? 

⑨ 주거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가? 민간 임대 숙소(아파트 등)를 소개해 주는가?

⑩ 소재지의 환경
학교는 공부와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가? 대도시인가, 지방인가? 기후에 적
응 가능한가?

고등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수업연한이 원칙적으로 4년, 단기대학은 2년입

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비정규생인 청강생, 과목등이수생의 제도가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목적으

로 하는 장기유학 외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유학 제도도 있습니다.

대학(학부) · 단기대학

대
학(

학
부) · 

단
기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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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단기대학 정보(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Japanese Colleges and Universities Search(JASSO)

 https://www.g-studyinjapan.jasso.go.jp/univ_search/

대학 · 단기대학 검색(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ko/

● 사비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안내

각 대학의 입학시험 내용, 유학생 수험 합격자 수 등의 귀중한 정보를 모은 가이드북.

편집 · 발행 : 공익재단법인 아시아학생문화협회(일본 국내에서 판매)

※ 일본유학 촉진 자료공개거점(P. 41 참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확인하자!3
① 입학원서(대학 소정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신 고등학교장 또는 교원의 추천장 

⑤ 일본어 능력 또는 영어 능력 증명서 

⑥ 기타

학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며,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

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지망교에 직

접 문의합시다.

입학시험을 확인하자!4
많은 학교에서 일본인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시험 외에,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시험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몇 가지 조합해서 선발합니다. 학교에 따라 시험방법이 달라지므로, 학교의 수험안

내 등에서 확인합시다.

① 서류 심사

② 학력검사

③ 면접

④ 소논문 · 작문

⑤ 그 외의 능력 · 적성 등에 관한 검사

⑥ 일본유학시험(EJU)

⑦ 일본어능력시험(JLPT)

⑧ 대학입학센터시험

졸업 · 수료 조건은?5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고 졸업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 따라 별도로 정한 졸업 학점수 ·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
표준수업

연한
취득학점수 취득학위

① 대학(학부)

일반학부, 4년제 약학부 4년간 124학점 이상

학사
의학 · 치학 · 수의학 과정 
6년제 약학부

6년간
의학 · 치학　188학점 이상
수의학　　　182학점 이상
약학　　　　186학점 이상

② 단기대학
2년 과정 - 62학점 이상

단기대학사
3년 과정 - 93학점 이상

２０１８年度版

私費外国人留学生のための

大学入学案内

日本留学試験のデータも充実

全国484大学の入試のすべてがわかる

いきたい大学がすぐ探せる “学部・学科インデックス”

内
案
学
入
学
大

대
학(

학
부) · 

단
기
대
학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s://www.g-studyinjapan.jasso.go.jp/univ_search/
http://www.jpss.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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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을 확인하자!1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석사과정 · 박사과정(전기)

①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자．

② 대학개혁지원 · 학위평가기구(NIAD-QE)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③ 외국에서 학교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④ 외국의 대학, 외국에 설치된 학교 중 대학에 해당하

는 학교에서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해,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받은 자.

⑤ 일본에서 외국의 대학과정을 설치한 것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⑥ 지정된 전문학교를 수료한 자.

⑦ 대학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만 

22세가 된 자.

2  박사과정(후기)

① 일본의 석사학위나 전문직학위를 소지한 자.

② 외국에서 석사학위나 전문직학위에 상응하는 학위

를 수여받은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한 것으로 지정

된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나 전문직학위에 상응

하는 학위를 수여받은 자.

④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연구소(외국의 대학 · 연구

소 포함) 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⑤ 대학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석사학위 또는 전

문직학위 소지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만 24세가 된 자.

3  박사과정(의학, 치학, 일부 약학과정, 

  수의학)

의학, 치학, 일부 약학과정, 수의학 과정에 출원할 때에

는 학력에 따라 출원자격이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각 

대학으로 문의합시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자!2
연구계획서란 테마를 정해서 그에 관하여 어떻게 연구

할 것인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연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 목적

② 배경

③ 의의

④ 방법

⑤ 참고문헌 등

서식이나 문자수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는 2,0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논문을 찾아서 어디

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어떠한 과제가 남겨져 있

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에 대한 의욕

② 과제를 발견하는 힘

③ 사물을 분석하는 힘

④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⑤ 전문에 관한 지식

논문검색

● CiNii Articles

 http://ci.nii.ac.jp/

※ 일본유학 촉진 자료공개거점(P. 41 참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실천 연구계획 작성법

연구계획서 작성법이나 구술 시험의 준

비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작 : JASSO      

발행 : 주식회사 본진샤

　　　(일본 국내에서 판매)

정규생연구생(필요한 경우)

１.

입학자격 
확인

２．
연구

계획서
작성

３．
대학 · 

지도교원 
검색

４.

출원
입학 
수속

수학

４.

출원 수학

7.

수료

대학원

대
학
원

http://ci.nii.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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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찾자!3-1
대학원 정보 (JASSO)

 http://www.jasso.go.jp/ryugaku/

study_j/search/daigakukensaku.

html

대학원 검색 (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ko/

지도교원을 찾자!3-2
지도교원이란 이수 계획이나 연구를 지도해 주는 교원

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학

교에 따라서는 출원 전에 지도교원을 찾아서 사전에 입

학 내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교원 찾는 방법>
● 출신대학의 지도교수로부터 소개받는다. 
● 학회지, 유학 경험자, 자국의 연구자 등으로부터 정

보를 얻는다.
● 웹사이트 등.
● 지망대학에서 소개 받는다.

연구자 검색

●researchmap

 http://researchmap.jp/search/

●J-GLOBAL

 http://jglobal.jst.go.jp/

<교원이나 대학과 연락을 취할 경우>

지금까지의 본인의 연구 성과, 앞으로의 연구 계획, 그 

교원을 선택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가능

하면 출신대학의 지도교원 등의 추천장을 첨부하는 것

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서면을 통해서만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

러분의 열의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에게 메

일을 보낼 때의 작성법은 앞에서 설명한 실천 연구계획 

작성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확인하자!4-1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진학할 때, 곧바로 정규과정 입학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대학원도 있지만, 「연구생」 과

정을 거쳐야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

도 있습니다.

①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② 대학 학부 졸업(예정) 증명서

③ 석사학위 취득(예정) 증명서 

(박사과정의 경우)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⑤ 추천장

⑥ 출신대학의 연구(졸업) 논문과 그 요지

⑦ 연구계획서

⑧ 기타

학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며,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지망

교에 직접 문의합시다.

출원시기를 확인하자!4-2
여름부터 10월~11월과 1월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입학시기는 4월인 경우가 많고, 9월 입학이나 

10월 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입학시험을 확인하자!4-3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몇 가지 조합해서 선발합니다. 학

교에 따라 시험방법이 달라지므로, 학교의 웹사이트 등

에서 확인합시다.

① 서류 심사(출원서류)

② 학력검사(전공 또는 지정과목의 필기시험)

③ 면접(직접 또는 온라인)

④ 소논문 · 작문

⑤ 전공과목에 관한 구술시험(직접 또는 전화 등)

선배의
메시지 지도교원은 학생생활을 보내는 데

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배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지도교원에 관한 

정보를 얻고, 본인과 맞는지 잘 검토하기 바

랍니다. 

대
학
원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www.jpss.jp/ko/
http://researchmap.jp/search/
http://jglobal.js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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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Research student)이란?5
연구생이란 다음과 같은 비정규 학생에게 부여되는 신분입니다.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의 연구 활동을 위해 재적중인 자. (주로 대학원 레벨)

② 대학 간 교류협정 등에 의거해 단기유학생으로 재적중인 자. (학부 · 대학원)

③ 대학원 정규과정의 입학 준비기간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자. (주로 학부 수료자)

선발 : 서류 전형만으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체류자격 : 오로지 청강만 하는 연구생으로서 「유학」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청강해야 

  합니다. 그 외, 청강에 관계없이 무보수로 연구를 하는 연구생은 「문화활동」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전문직대학원이란?6
고도의 전문 능력을 갖추고, 사회 · 경제 각 분야의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법률 관련 직업인을 양성하는 법과대학원이나 교원을 양성하는 교직대학원, 그 밖에 비즈니스 · MOT

분야, 회계분야, 공공정책분야 등의 전문직대학원이 있습니다. 영어로 배울 수 있는 MBA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료 조건은?7

과정 취득학위
표준수업

연한
취득학점 기타

박사과정 박사 5년
30학점 이상(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박사논문 심사 및 시험 합격

석사과정 석사 2년 30학점 이상 석사논문 심사 및 시험 합격

전문직학위과정

석사(전문직) 2년
30학점 이상(법과대학원이
나 교직대학원에서는 취득학
점수가 다름)

법무박사(전문직) 3년

교직석사(전문직) 2년

＊ 대학원 박사과정은 전기과정(2년)과 후기과정(3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이 6년인 의학 · 치학 · 6년제 약학부 · 수의학은 석사과정이 없고,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이 4년입니다.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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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찾자!1
영어로 학위 취득 가능한 과정(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

search/daigakukensaku.html

대학 · 단기대학 검색(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ko/

출원서류를 확인하자!2
일반적인 서류(P. 9, P. 11 참조) 외에 다음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① 영어 능력증명서(TOEFL®, IELTS 등의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② 학력증명서(학부의 경우는 일본유학시험(EJU), SAT, 자국의 고

등학교 졸업 통일시험 등의 성적증명서)

선발 방법을 확인하자!3
① 서류 심사　② 면접(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 · 지역에서 실시하거나 화상채팅 등의 온라인 면접)　③ 기타

<필요한 영어능력 기준>

TOEFL　iBT IELTS

대학원 75-80 6

학부 71-80 5.5-6

모든 수업에서 차지하는 「전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어학 제외)」의 비율이 높은 대학 베스트 3

순위 대학 ％

１ 국제교양대학(아키타현) 98.0

２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오이타현)

88.9

３ 미야자키국제대학(미야자키현) 40.3

출처 : THE 세계대학랭킹 일본어판에 도도부현 추가

영어로 학위 취득 가능한 과정의 코스수

전공 학부 대학원

인문과학계 12 15

사회과학계 11 81

교육학계 0 4

이학계 8 85

공학계 17 265

농 · 수산 · 수의계 3 66

의료 · 보건학계 0 62

생활과학계 0 0

예술학계 0 3

종합 · 학제부계 16 65

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 조사(2017년 5월 시점)

선배의
메시지 영어로만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코스에 입학하는 경우

라도 일본어 일상회화나 히라가나 · 가타가

나를 공부해 두면, 일본에서 생활하기 쉬워

집니다. 또,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일본의 대학의 글로벌화에 맞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일본어 학습의 벽이 장애가 되지 않는 「영

어로만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 고등전문학교나 전문

학교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영어로 학위 취득 가능한 코스

영
어
로 

학
위
취
득 

가
능
한 

코
스

대학에 따라서는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교육 프로

그램을 개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 학점이 인정

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별도 수강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어도 공부하고 싶다!
One Point 

Advice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www.jpss.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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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유학에 대해서 확인하자!1
「단기유학」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정규생」으로서, 대개 몇 주에서 1년 사이의 유학입니다.
수업 언어 : 일본어로 하는 경우, 영어로 하는 경우, 일본어와 영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형태 : 단기유학생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거나 일반학부 · 학과 내의 수업을 이수하는 것 등 다양합니다.

단기유학은 특징에 따라 아래의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요 단위 학비 지불처 문의처

① 교환유학
학생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에 유학하는 
제도입니다.

유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협정 범
위 내에서 재적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재적교(유
학하는 대학의 
학비는 면제)

모국의 재적교

② 「교환유학」 외의    
    프로그램

학생교류 협정교 외의 유학생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１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
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유학교 일본의 유학교

③ 연구생 ※２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연구생」으로 6개
월 또는 1년, 대학원에서 전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학교 일본의 유학교

④ 청강생 ※２
수업과목의 「청강」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
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학교 일본의 유학교

⑤ 과목등이수생
    ※２

수업과목의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제도
입니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학교 일본의 유학교

※１ 단기프로그램이 있는 대학 검색(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２ 오로지 청강만 하는 연구생이나 청강생, 과목등이수생으로서 체류자격 「유학」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0시간 이상 청강할 것」 
 이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청강에 관계없이 무보수로 연구를 하는 연구생은 「문화활동」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단기유학 · 편입학

단
기
유
학 · 

편
입
학 Q  단기유학을 위한 장학금이 있습니까?

A  다음과 같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①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 유학생
대 상 : 대학 학부에 재학하고, 일본어 · 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월 액 : 117,000 엔
문의처 : ① 대사관 추천- 모국의 일본공관 ② 대학 추천- 모국의 재적교

②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해외유학지원제도(협정유치) 장학금
대 상 : 대학 간 교류협정 등에 의거해 유학하는 학생 
월 액 : 80,000 엔 
문의처 : 모국의 재적교

이 외에도 학교나 각종 단체가 독자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학 할 학교에 문의합시다.

편입학에 대해서 확인하자!2
편입학 제도가 있는 대학은 많지만,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학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학부, 학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취득한 학점이나 수료한 재적연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학(학부)로 편입학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기대학 졸업자 ·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 전문사(전문학교 수료자) · 고등학교 전공과 수료자
● 정규 대학과정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편입학 제도의 정보는 일반 입학시험 정보에 비해 적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빨리 지망교에 직접 문의합시다.

편입학 제도가 있는 대학 검색(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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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징은?1
 ● 고도의 이론을 기초로 실험 · 실습 · 실기를 중시한 

교육에서부터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을 배우고, 최

신 과학기술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기술

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 학과의 대부분은 공학분야로, 그 외에 선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상선학과 등도 있습니다.
 ● 5년 과정을 수료한 자는 「준학사」 칭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5년간의 교육과정 수료 후,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2년제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공과를 수료하고, 대학개혁지원 · 학위수여기구

(NIAD-QE)의 심사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 자격을 확인하자!2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립 고전의 경우)

① 외국에서 학교교육 11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에서 11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시험

에 합격한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외

국인학교를 수료한 자.

④ 국제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자

격을 소지한 자.

⑤ 일본에 설치된 외국인학교 중, 국제적인 평가단체 

<WASC, CIS, ACSI>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11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⑥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⑦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상기 이외의 입학자격 중 어느 

것인가를 충족시키는 자.

국비유학의 경우3-1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고등전문학교유학생

문의처 : 모국의 일본공관

사비유학의 경우3-2
1  출원서류

고전기구에서 전국의 국립 고등전문학교의 공동선발시

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출원서류는 통일되어 있습니

다. 자세한 것은 고전기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합시다.

2  입학시험
고전기구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출원서류

② 일본유학시험(EJU) 결과

③ TOEFL®, IELTS, TOEIC® 성적 중 하나

④ 면접 평가

면접은 일본에서 시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전문학교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국립 고등전문학교기구 국제교류센터)

 http://ciex.kosen-k.go.jp/menuIndex.jsp

?id=32333&menuid=7703&funcid=28

졸업 후의 진로？4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취업할지 진학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편입학하는 유학생이 많습니다.

고등전문학교는 「고전(KOSEN)」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5년 동안(상

선 관련학과는 5년 반) 일관 교육을 합니다. 보통, 외국인유학생은 3학년으로 편입학합니다. 국립 

외에 공립이나 사립 고등전문학교도 있습니다.

고등전문학교

고
등
전
문
학
교

http://ciex.kosen-k.go.jp/menuIndex.jsp?id=32333&menuid=7703&func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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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징은?1
전문학교는 ① 의료, ② 공업, ③ 문화 · 교양, ④ 상업실무, ⑤ 위생, ⑥ 교육 · 사회복지, ⑦ 복식 · 가정, ⑧ 농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8개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사, 시스템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영양사, 요리사, 파티시에, 미용사, 공인회계

사, 통역 · 번역, 승무원, 호텔직원, 보육사, 홈헬퍼, 패션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영화감독, 연출가, 게임제작자, 보석 

디자이너 등.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확인하자!2
전문학교의 수업은 일본어로 실시되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②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또는 N2에 합격한 자.

③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④ 일본유학시험(EJU) [일본어 과목(독해 및 청해 · 청독해의 합계)] 점수를 200점 이상 취득한 자.

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를 400점 이상 취득한 자.

입학자격을 확인하자!3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외국에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③ 일본에서 외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외국인학교를 수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④ 외국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1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⑤ 국제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자격을 소지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⑥ 일본에 설치된 외국인학교 중, 국제적인 평가단체 <WASC, CIS, ACSI>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수 

료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⑦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가 된 자.

⑧ 학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만 18세가 

된자.

⑨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상기 이외의 입학자격 중 어느 것인가를 충족시키는 자.

※ ①~③의 경우, 12년 미만의 과정인 경우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이나 연수시설의 과정 등을 수료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전수학교 중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한 곳은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전문학교」라고 불립니다. 직업

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의 습득, 교양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입니다. 「전문사」 

칭호를 취득할 수 있는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의 과정 외에, 보다 고도의 직업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

는 「고도전문사」 칭호를 취득할 수 있는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의 과정도 있습니다.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과정)

전
문
학
교(

전
수
학
교 

전
문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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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찾자!4
전문학교 　선택 포인트!

① 정식 인가학교
관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 

무허가교에서는 「전문사」 칭호를 얻을 수 없습니다.

② 교육내용 · 교원수 커리큘럼은? 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은?

③ 시설 · 설비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는 갖춰져 있는가?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합시다.

④ 취업지도 체제 · 졸업생의 진로 취업 지도 방침은? 졸업생이 취업한 곳은?

⑤ 학비 초년도는? 졸업까지의 총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⑥ 주위의 평판 졸업생이나 유학생 네트워크 등을 이용합시다.

전문학교 검색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http://www.zensenkaku.gr.jp/association/index.html

（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https://tsk.or.jp

유학생을 수용하는 전문학교 일람(직업교육 · 커리어교육재단)

 http://www.sgec.or.jp/ryuugakuguide/

출원서류를 확인하자!5
① 입학원서(학교 소정양식)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④ 일본어 교육기관 출석 · 성적증명서(일본 국내 거주 시)

⑤ 일본어 능력증명서(일본 국외 거주 시)

⑥ 기타

학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며,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지망교에 

직접 문의합시다.

입학시험을 확인하자!6
① 서류 심사, ② 학력검사, ③ 면접, ④ 작문, ⑤ 적성검사, ⑥ 실기시험, ⑦ 일본어 과목시험 등을 몇 가지 조합해서 

실시합니다.

입학시험에서는 어느 분야든지 ① 목적의식 ② 입학 후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일본어 능력 및 학력의 유무 ③ 공부

에 대한 의욕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졸업 ∙ 수료 조건은?7

칭호 전문사 고도전문사

① 수업연한 2년 이상 4년 이상

② 수업시간 1,700시간 이상 3,400시간 이상

③ 수료인정 시험 등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과정 수료를 인정함.

④ 과정편성 -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을 것.

⑤ 수료 후
「전문사」 칭호를 얻은 경우, 대학 편입학을 

인정받음.

「고도전문사」 칭호를 얻은 경우, 대학원 입

학자격을 인정받음.

전
문
학
교(

전
수
학
교 

전
문
과
정)

「전문사」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 

학교에 확인합시다.

졸업요건 확인
One Point 

Advice

http://www.sgec.or.jp/ryuugakuguide/
https://tsk.or.jp
http://www.zensenkaku.gr.jp/associ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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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수를 확인하자!1
일본어를 공부하는 기관은 설치자 , 목적 , 입학자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 체류자격이나 학교수 , 학생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학교 사립대학 · 단기대학 유학생별과(일본어별과) ※4

설치자
학교법인(전수학교, 각종학교), 민법법인, 주
식회사, 임의단체, 개인 등

사립대학 · 단기대학

목적
① 일본어 습득 ※１
② 진학을 위한
일본어 습득

② 진학을 위한 일본
어 습득

① 일본어 습득
② 진학을 위한 일본어 습득

입학자격
12년의 중등교육 수
료자

12년 미만의 중등교
육 수료자 ※2

A.12년의 중등교육 수료자

수 487 25 59

과정의 기간 1~2년(통상) 1~2년

체류자격 유학 ※3 유학

재적자수 81,878명 약 5,400명

※１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나 비즈니스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２ 모국의 교육제도에 따라 정규 학교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 12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지정된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일본의 대학 등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

 다. 

 그경우, 문부과학대신 지정 준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만 18세가 되면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교육과정에서는 일본어 외에 대학 입학에 필요한 영어, 수학, 사회, 이과 등의 기초과목을 배웁니다.

문부과학대신 지정 「준비교육과정」 (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3 체류자격 「유학」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 교육기관에 한합니다.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 교육기관(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ho_ho28-2.html

※4 별과 중,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하는 별과가 유학생별과 또는 일본어별과라고 불리우며, 사립대

 학 · 단기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어나 일본문화 · 일본사정, 대학 진학을 위한 기초 과목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별과를 설치한 대학으로의 추천입학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

 다.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P. 13 영어로 학위 취득 가능한 코스 참조)

영어로 학위취득 가능한 과정(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

search/daigakukensaku.html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은 없나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일

본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과에

서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본어능력시험 N1이나 N2정도의 능력이 필

요합니다. 이는 600~900시간 이상 일본어를 학습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노력에 따라 다르지

만,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해도 1~2년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기관

일
본
어 

교
육
기
관 

One Point 
Advice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ho_ho28-2.html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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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입학시기를 확인하자!2
4월 ~ 9월 / 10월 ~ 2월 원서 요청, 서류 준비, 우편발송

9월 ~ 11월 / 2월 ~ 4월 출원기간

1월 ~ 3월 / 7월 ~ 9월 입국 수속, 입학 수속

4월 / 10월 1 · 2년 과정 / 1년 반 과정 수업 시작

적어도 6~9개월 이상 전부터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

합시다. 

이 외에 소수이지만 7월, 1월에 시작하는 과정을 가진 학교도 있

습니다.

출원서류를 확인하자!3
① 입학원서

② 이력서

③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성적증명서

④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예정) 증명서

⑤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⑥ 기타

학교를 찾자!4
서류 심사가 중심이지만, 수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면접을 실시하거나,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기관 　선택 포인트!

① 유학비자 법무성의 고시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충족하지 않으면 유학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② 공부하는 목적은? 일상회화? 대학 진학? 비즈니스 일본어?

③ 반편성 학생의 일본어 능력에 맞게 반편성이 되는가? 한 학급당 인원수는? 

④ 학생수 · 교원수 학교의 규모는? 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은?

⑤ 학생의 출신 국 비율 한자권에서 온 학생이 많은가? 비 한자권 학생을 배려해 주는가?

⑥ 수업시간수 총 수업시간수, 과목별 수업시간수는?

⑦ 시험대책
일본유학시험(EJU)나 일본어능력시험(JLPT) 의 대책 수업이 있는가? 
기초과목(영어 · 수학 · 이과 · 세계사 · 지리 등)의 수업이 있는가? 

⑧ 진로지도 및 생활상담 진로지도 및 생활상담을 해주는가?

⑨ 졸업생의 진로 선배들이 진학한 학교는 어디인가? 희망한 학교에 갈 수 있는가?

⑩ 학비 수업시간수, 교원수, 설비 등에 대해 타당한 금액인가?

⑪ 입학시험
서류 심사뿐인가? 
보증인이나 일본 내 연락인의 면접이 있는가? 일본 국외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가?

⑫ 학교의 소재지 대도시인가, 지방인가?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가?

⑬ 주거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가? 민간 임대 숙소(아파트 등)를 소개해 주는가?

일본어 교육기관 검색(일본어교육진흥협회)

 http://www.nisshinkyo.org/search/index_k.html

일반사단법인 전국일본어학교연합회(JaLSA)

 http://www.jalsa.jp/

사립대학 · 단기대학 유학생별과 일람(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일
본
어 

교
육
기
관 

원칙적으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전학은 불가능

합니다. 학교의 웹사이트나 학교안내 · 학교요람

을 보거나,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서 직접 이야기

를 듣는 등,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신중하게 학

교를 선택합시다.

학교를 옮길 수 

있나요?
One Point 

Advice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nihongokyouiku.html
http://www.jalsa.jp/
http://www.nisshinkyo.org/search/index_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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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시험(EJU)은 일본의 대학(학부) 등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의 일본어 능력과 기초학력(이과 · 종합과목 · 수

학)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실시 시기는 언제?1
6월(제1회), 11월(제2회)

시험장은 어디?2
일본 국내 : 16도시  일본 국외 : 14개국 ∙ 지역, 17도시

EJU 실시 도시(일본 국외) :

대만(타이베이), 대한민국(부산, 서울),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몽골(울란바토르), 미

얀마(양곤),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스리랑카(콜롬보), 싱가포르,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수라바야, 자카르타),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홍콩

출제 과목은 무엇?3
지망교가 지정하는 과목 ·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과와 종합과목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목 목적 시간 득점범위 과목선택 출제언어

일본어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아카데믹 일본어) 측정

125분

독해, 청해 ·
청독해 

0 ~ 400점 일본어 
만

기술
0 ~ 50점

기
초
학
력

이과
일본의 대학 등의 이과계열 학부에서 
면학에 필요한 이과(물리 · 화학 · 
생물)의 기초 학력 

80분 0 ~ 200점 물리 · 화학 · 생물 중 2과목 선택

일본어
또는 
영어

(선택)

종합
과목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에 필요한 
문과계열의 기초 학력, 특히 사고력, 
논리력 측정

80분 0 ~ 200점

수학
일본의 대학 등에서 면학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학력 측정

80분 0 ~ 200점

코스1(문과계열 학부 및 수학 비중이 비교적 
적은 이과계열 학부용) 
코스2(고도의 수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부
용) 중 하나를 선택

(예) A대학 모집요강(EJU 수험과목 지정)

학부 등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이과 기초학력

출제언어
유효한 성적

물리 화학 생물 선택과목

법학부 ○ ○ 코스1 일본어 2018년 6월 · 11월 실시분

공학부 코스2 ○
그 외 1 

과목 
자유선택

영어 2018년 6월 실시분

일본의 대학 등의 과반수(국립대학은 거의 전부)가 입학전형에 EJU성적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이더라도 학부에 따라서 입학시험에 EJU를 이용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

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에 필요한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입학시험에 일본유학시험(EJU)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
examinee/use/

일본유학시험(EJU) 이용　학교수

대학 438 교

단기대학 88 교

대학원 59 교

고등전문학교 51 교

전문학교 134 교

합계 770 교

(2017년 12월 현재)

일본유학시험(EJU)

일
본
유
학
시
험(

Ｅ
Ｊ
Ｕ)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examine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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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을 확인하자!4
제 1 회 제 2 회

① 출원
2월 ~

 3월
7월

수험자는 출원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1 으로 신청하고, 수험료 지불.
(출원기간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할 것.)

② 수험표 수령 5월 10월 수험표가 발송됨.

③ 시험일 6월 11월 수험.

④ 성적통지서 수령 7월 12월
성적통지서가 발송됨. (그 후, 수험자가 출원한 학교로부터 성적 조회 요청을 받으면, 
JASSO는 수험자의 성적을 학교에 제공.)

※1 실시 도시에 따라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시다!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examinee/procedure/application.html

EJU의 장점을 확인하자!5
① 장학금 예약제도

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3학년 이상) 또는 전문학교에 정규생으

로 입학하는 사비 외국인유학생은 JASSO의 장학금인 「문부과학성 사비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유학생유치촉진

프로그램 예약제도)」의 지급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       액：월액 48,000 엔(2018년도)

신청방법：EJU 출원 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선발방법：EJU 성적 우수자 중에서 선발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cholarships/shoureihi/yoyakuseido/

② 수험 횟수나 연령제한 없음! 성적 유효기간은 2년간!

EJU는 몇 번이라도 수험할 수 있으며,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최대 과거 4회분 성적 이용 가

능)이지만, 한 학교에 제출 가능한 성적은 그 중 1회분 뿐이며, 과목별로 다른 회차의 성적을 대학 등에 제출할 수 없

습니다. 언제 실시된 시험을 입학전형 대상으로 할지를 지정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망교의 모집요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일 전 입학허가

EJU를 이용하면, 일본에 가지 않고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JU를 이용해서 도일 전 입학허가를 실시하는 학교(약 160교)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examinee/prearrival/

EJU 기출문제로 공부하자!6
일본유학시험(EJU) 기출문제 샘플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examinee/pastpaper_sample.html

● 일본유학시험(EJU) 기출문제집(부록 : 청해 ∙ 청독해 문제 CD)

과거에 출제된 EJU 시험문제

저작 · 편집 : JASSO  발행 : 주식회사 본진샤

(일본 및 한국에서 판매)

※ 일본유학 촉진 자료공개거점(P. 41 참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본 국외에서 수험>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examinee/contact/ [국외 시험실시 협력기관]

<일본 국내에서 수험>　일본유학시험(EJU) 접수센터 TEL：0570-55-0585 Email： eju@sdcj.co.jp

 ※일본 국외에서 전화 TEL : (+81) 42-649-9571

일본유학시험(EJU) (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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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지정된 시험을 수험합시다.

일본어능력시험 (JLPT)1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해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7월과 12월에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실시됩니다.

① 일본 국내실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JEES)

(일본어능력시험 접수센터 / 평일 9:30~17:30)

TEL：(+81) 3-6686-2974

 http://info.jees-jlpt.jp/

② 일본 국외실시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FAX : (+81) 3-5367-1025

 http://www.jlpt.jp/

대학입시센터시험2
일본인 학생이 국공립대학이나 일부 사립대학(학부)에 입학할 때 수험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서는 대부분의 대학은 수험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부 대학의 학부(주로 의학부, 치학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수험

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

 http://www.dnc.ac.jp/

일본유학에 이용되는 시험3
●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것 ������ TOEFL®, IELTS, TOEIC®, 실용기능영어검정(영검)

● 중등교육을 수료한 학력을 증명하는 것 SAT, ACT,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xams, 자국의 대학입학 통일

시험 등의 성적

일
본
유
학
에 

이
용
되
고 

있
는 

각
종 

시
험

일본유학에 이용되는 각종 시험

http://www.dnc.ac.jp/
http://www.jlpt.jp/
http://info.jees-jlp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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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본유학을 결정한 이유

선배들의 체험담을 들어봅시다!

저는 일본 문화나 음식, 역사 그리고 일본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 배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운좋게도, 저의 고향인 렉산드시는 홋카이도에있는 도베쓰마을과 자매 도시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관

한 책을 읽어도, 일본에 간 적도 없고 일본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쿄의 일본어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유학을 계획했으나, 일본을 사랑하게 되어 2년째 일본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어학교 졸업 후 디자이너

가 되겠다는 꿈은 일본에서 이루는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실제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으며 일본에서 장래에 뭔가 

멋진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Matilda Gustafsson
디지털헐리우드대학

스웨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업화를 이룬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발전된 나라로서의 일본을 떠올리며,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것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많은 변화에 대한 일본인의 비교적 관용적인(어떤 면에서는 완고하고 보수적일지도 모르지만) 능력은 과도하게 강

조될 것은 아니지만, 후한 장학금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관용성은 세계의 주목을 모으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

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국에서 경험한 것과 상당히 다

른 인구동태는 해 뜨는 나라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싶다는 저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과잉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요소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Alvin Sanjaya
조치대학 이공학연구과

인도네시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이 궁금했습니다. 비디오게임을 통해 몇 명의 일본인 친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일본의 좋

은 점과 나쁜 점 등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많은 좋은 점들을 이야기 해주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실

제로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물리를 좋아해서 일본에서 물리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했습

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완전히 외국인임을 깨닫고 불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하고. 그러나 놀랍게도, 친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일본인은 인정 많고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외국인임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이 멋진 나라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장래에는 일본에

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제가 받은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Vladimir Marinov
홋카이도대학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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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어나서 쭉 인도네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

으면 부모님께 기댈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근처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 든든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유학 경험담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교통 기관은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좋은 유학처라고 생

각합니다. 게다가 일본에 와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Nabila Krisanti Miyuki
아오야마 스쿨 오브 재패니즈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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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immi-moj.go.jp/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에 따른 입국 절차】

사증(비자)과 체류자격●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증(비자)을 발급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증(비자)에는 종류가 있으며, 외국인이 

도일하는 목적이나 신분 또는 지위에 따라 체류자격이 결정됩니다.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하기 위한 체류자격은 「유학」입니다. 유학의 체류기간은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

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또는 3개월 입니다.

사증(비자) 신청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

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제시하는 경우가 처리 기간이 짧습니다.

유학생 대상의 장학금이나 기숙사는 신청 시, 체류자격이 「유학」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입
국 

절
차

입국 절차

http://www.immi-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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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교부 신청1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유학 희망자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신청인 가족이나 입학예정 학교 직원 등)이 

일본 국내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유학 희망자 본인에 의한 교부 신청도 가능하나, 입학예정 학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류는 입

학예정인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2
재류자격인정증명서나 사증 등의 신청 시 여러분의 일본유학 중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비지변자의 예금잔고증명서, 과거 수년간의 수입 증명서,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외

국인이 스스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보호자 등이 경비지변자가 됩니다.

사증(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3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가 교부되면, 모국의 재외 일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증 신청서

 ③ 사진

 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⑤ 이 외의 제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입국4
입국 시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재외 일본공관에서 받은 사증(비자)

 ③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받은 경우)

체류카드5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카드(RESIDENCE CARD)」가 교부됩니

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체류카드의 교부】

신치토세 · 나리타 · 하네다 · 주부 · 간사이 · 히로시마 · 후쿠오카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

입국심사 시, 여권에 「상륙허가」 인증 씰이 부착되고,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일본에서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거지역의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

니다.

상기 공항 외의 곳으로 입국하는 경우 : 

입국심사 시, 여권에 「상륙허가」 인증 씰이 부착되고, 「체류카드 후일 교부」 도장을 받습니다. 일본에서의 주거지

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체류카드 후일 교부」 도장이 찍힌 여권을 지참하여 주거지의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카드는 등록 후, 주거지로 운송됩니다.

체류카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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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Social Security and Tax Number)6
주거지 관할 관청 창구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마이넘버(개인번호)를 통지하는 카드가 발송됩니다. 마

이넘버는 개인 당 하나씩 부여되는 번호로, 관청 등에서 수속을 할 때에 필요합니다. 12자리의 번호이나 체류카드에 

기재되어있는 12자리 번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마이넘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이 요구되므로 개인번호가 적혀있는 「통지카드」나 

「개인카드」는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관청에서 수속할 때

● 아르바이트를 할 때

수험을 위한 도일 절차7
수험을 위해 일본에 갈 경우에는, 도일 전에 수험할 학교의 수험표를 지참하여 재외 일본공관에서 「단기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체류 가능한 기간은 15일, 30일 또는 90일입니다. 단, 사증면제 대상국가의 여러분이라면 사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외 활동허가8
「유학」 체류자격은 일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일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지방입국관

리국 등에서 수속을 거쳐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발급 받는 것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유

학」으로써 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는 자는, 신규로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 시 공항 등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 34 아르바이트 참조). 도일 후에 「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신청

합니다. 단, 입학할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망교

에 확인 바랍니다.

일시 귀국 절차9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에 갈 경우, 출국 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주요 공항에도 있음)에서 재입

국 허가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일본공관에서 다시 사증을 취득해야만 하므로 주의합시다. 

단,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중장기 체류자는 출국 시에 재입국 의사를 표명(재입국 출국용 ED카드의 소

정란에 체크하는 등)하고 출국 후 1년 이내(1년 이내에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자는 체류기한까지)에 재입국할 경우

에 한해,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국 시,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고, 「재입국 출국용 ED카드」의 

소정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갱신10
입국 시에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할 때에는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가서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

니다(보통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접수).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서 불법 체류하면,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당합니다.

갱신을 잊고 불법체류가 되면, 퇴학 당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지카드

재입국 출국용 ED 카드

입
국 

절
차



27

생
활 

알
아
보
기

3
Chapter

체류자격 변경11
현재의 활동(유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취업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성 사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면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당합니다.

체류자격 취소12
신청자가 활동이나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체류자격이 「유학」이더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현재 소지한 체류자격의 활동을 3개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가족 초청13
여러분이 「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을 경우, 유학생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는 그 체류기간만큼 

「가족체재」 체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본인이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고 경제적인 면 등에서 준비가 된 후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양가족이 「단기체재(Temporary visitor)」 (통칭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가족체재(Dependent)」 체

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 주세요.

입국관리국 · 관청으로의 신고14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지역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등 소속하는 기관에 변경 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지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전출 · 전입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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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비용의 총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본인 자금을 포함한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유학 후 안정된 생활

로 이어집니다. 유학 계획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 봅시다.

기준액(국립 4년제 대학)
본인의 필요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출원 전에 

필요한 비용

각종 시험 수험료

EJU, JLPT, TOEFL® 등
¥28,080

국내에서 EJU(2과목 이

상)를 2회 수험할 경우
¥

지망교의 입학시험 검정료 ¥17,000
국립대학을 1회 수험할 

경우
¥

건강진단 진찰료

(학교에 따라 다름)
¥6,000 국가에 따라 다름 ¥

출원 서류의 운송비용

(학교에 따라 다름)
¥2,000 국가에 따라 다름 ¥

입학시험

수험을 위한 

비용

항공비 및 체재비 ¥100,000
국가나 체재일정에 따라 

다름
¥

여권 신청비 ¥12,000 국가에 따라 다름 ¥

비자 수수료 ¥5,000 국가에 따라 다름 ¥

입학 결정 

후에 필요한

비용

항공비 ¥70,000 국가에 따라 다름 ¥

체재비

(주거가 결정될 때까지의 호텔료)
¥30,000 체재일정에 따라 다름 ¥

입학금 ¥282,000 국립대학 ¥

초년도 수업료 등 ¥535,800 국립대학 ¥

통학비 ¥48,000

2015년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 조사

에서 12개월분을 계산.

¥

식비 ¥300,000 ¥

주거비 ¥372,000 ¥

광열비(전기 · 가스 · 수도) ¥84,000 ¥

보험 · 의료비 ¥24,000 ¥

취미 · 오락비 ¥72,000 ¥

잡비 ¥84,000 ¥

합계 ¥2,071,880 ¥

합계액을 계산 한 후 그 비용을 저축,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유
학
에 

필
요
한 

경
비

유학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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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의 1개월 생활비(학비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의 생활비는 지방에 비해 비쌉니다.

일본의 통화는 엔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점도 있지만, 소액의 경우 일본에서는 현금지불이 일반적입니다. 

수표는 일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요 상품의 가격

출처 : 「2015년도 사비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 (JASSO)

※ 100 엔＝1,000 원으로 계산

◎ 1 개월 생활비 지출항목별 내역 ( 학비 제외 )  ( 전국 평균 )

쌀(5kg) 2,137 엔 （21,370 원）

식빵(1kg) 435엔   （4,350 원）

우유(1,000㎖) 223엔   （2,230 원）

달걀 248엔   （2,480 원）

사과(1kg) 497엔   （4,970 원）

양배추(1kg) 244엔   （2,440 원）

탄산음료(500㎖ 페트병) 97엔       （970 원）

햄버거 174엔    （1,740 원）

휘발유(１ℓ) 132엔    （1,320 원）

화장지(12롤) 279엔    （2,790 원）

영화관람료  1,800엔  （18,000 원）

택시(4km) 1,450엔  （14,500 원）

출처 : 「정부통계 종합창구」

【지폐】

【동전】

10,000 엔 2,000 엔5,000 엔 1,000 엔

100 엔=1,000 원으로 계산

생
활
비 

∙ 

물
가

생활비 · 물가

통화와 물가를 확인하자!1

생활비를 확인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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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비는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과 비교하더라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학부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등

의 합계는, 국립대학은 82만 엔(820만 원) 정도이며, 공립대학은 93만 엔(930만 원) 정도, 사립대학은 110만 엔

(1,100만 원)에서 165만 엔(1,650만 원) 정도입니다(의 · 치 · 약 제외).

또한, 장학금제도나 수업료 면제 ∙ 감면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입학 초년도 학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시설 · 설비비 등이 필요합니다. 입학금은 초년도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원

대학원

초년도 합계 졸업까지의 총액 ※１

입학금(초년도 만) 수업료 등 합계 합계

엔 엔 엔 원 엔 원

국립(석사과정) 282,000 535,800 817,800 8,178,000 1,353,600 13,536,000

공립(석사과정) 363,666 537,937 901,603 9,016,030 1,439,540 14,395,400

사
립 (

석
사
과
정)

예술 218,171 1,200,295 1,418,466 14,184,660 2,618,761 26,187,610

공학 223,766 955,317 1,179,083 11,790,830 2,134,400 21,344,000

보건 248,905 879,148 1,128,053 11,280,530 2,007,201 20,072,010

이학 213,222 856,464 1,069,686 10,696,860 1,926,150 19,261,500

농학 ∙ 수의학 220,046 796,582 1,016,628 10,166,280 1,813,210 18,132,100

약학 229,211 797,000 1,026,211 10,262,110 1,823,211 18,232,110

가정 238,783 725,304 964,087 9,640,870 1,689,391 16,893,910

교양 207,671 731,496 939,167 9,391,670 1,670,663 16,706,630

사회과학 221,118 698,280 919,398 9,193,980 1,617,678 16,176,780

의학 195,769 671,914 867,683 8,676,830 1,539,597 15,395,970

인문과학 209,638 642,888 852,526 8,525,260 1,495,414 14,954,140

국립(박사과정) 282,000 535,800 817,800 8,178,000 1,889,400 18,894,000

공립(박사과정) 363,666 537,937 901,603 9,016,030 1,977,477 19,774,770

사
립 (

박
사
과
정)

예술 229,500 1,074,679 1,304,179 13,041,790 3,453,537 34,535,370

보건 258,033 788,637 1,046,670 10,466,700 2,623,944 26,239,440

이학 215,051 775,617 990,668 9,906,680 2,541,902 25,419,020

농학 ∙ 수의학 220,853 796,354 1,017,207 10,172,070 2,609,915 26,099,150

공학 214,354 788,154 1,002,508 10,025,080 2,578,816 25,788,160

가정 240,309 720,909 961,218 9,612,180 2,403,036 24,030,360

약학 189,246 707,962 897,208 8,972,080 2,313,132 23,131,320

교양 214,912 686,639 901,551 9,015,510 2,274,829 22,748,290

치학 232,075 662,477 894,552 8,945,520 2,219,506 22,195,060

사회과학 213,134 608,014 821,148 8,211,480 2,037,176 20,371,760

인문과학 216,449 583,339 799,788 7,997,880 1,966,466 19,664,660

의학 178,124 521,501 699,625 6,996,250 1,742,627 17,426,270

※1 석사과정은 입학금과 2년분의 수업료 등,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입학금, 3년분의 수업료 등으로 계산.

●대학 학부

대학 학부

초년도 합계 졸업까지의 총액 ※2

입학금(초년도 만) 수업료 등 합계 합계

엔 엔 엔 원 엔 원

국립 282,000 535,800 817,800 8,178,000 2,425,200 24,252,000

공립 394,225 538,294 932,519 9,325,190 2,547,401 25,474,010

사
립

의 1,286,995 3,809,310 5,096,305 50,963,050 24,142,855 241,428,550

치 563,403 3,725,836 4,289,239 42,892,390 22,918,419 229,184,190

약 341,880 1,740,140 2,082,020 20,820,200 10,782,720 107,827,200

예술 258,455 1,392,805 1,651,260 16,512,600 5,829,675 58,296,750

보건 278,002 1,229,008 1,507,010 15,070,100 5,194,034 51,940,340

이 ∙ 공 246,519 1,185,875 1,432,394 14,323,940 4,990,019 49,900,190

농 ∙ 수의 250,909 1,109,137 1,360,046 13,600,460 4,687,457 46,874,570

체육 259,550 1,017,009 1,276,559 12,765,590 4,327,586 43,275,860

가정 260,784 989,361 1,250,145 12,501,450 4,218,228 42,182,280

문 ∙ 교육 241,007 932,436 1,173,443 11,734,430 3,970,751 39,707,510

사회복지 218,800 930,200 1,149,000 11,490,000 3,939,600 39,396,000

법 ∙ 상 ∙ 경 237,256 884,943 1,122,199 11,221,990 3,777,028 37,770,280

신학 ∙ 불교 229,978 869,257 1,099,235 10,992,350 3,707,006 37,070,060

※2 사립대학의 의 · 치 · 약학부는 입학금과 6년분의 수업료로 계산, 나머지는 입학금과 4년분의 수업료로 계산.

초년도 학비 평균　(100 엔＝1,000 원으로 계산)

학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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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학

단기대학

초년도 합계 졸업까지의 총액 ※3

입학금(초년도 만) 수업료 등 합계 합계

엔 엔 엔 원 엔 원

사
립

예술 256,250 1,092,751 1,349,001 13,490,010 2,441,752 24,417,520

공 212,359 1,032,333 1,244,692 12,446,920 2,277,025 22,770,250

이 · 농 218,148 913,367 1,131,515 11,315,150 2,044,882 20,448,820

인문 247,530 846,906 1,094,436 10,944,360 1,941,342 19,413,420

교육 · 보육 250,697 850,396 1,101,093 11,010,930 1,951,489 19,514,890

가정 245,205 853,519 1,098,724 10,987,240 1,952,243 19,522,430

법 · 상 · 경 · 사회 237,631 843,356 1,080,987 10,809,870 1,924,343 19,243,430

체육 238,571 804,858 1,043,429 10,434,290 1,848,287 18,482,870

※3 입학금과 2년분의 수업료로 계산.

●고등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초년도 합계 졸업까지의 총액 ※4

입학금(초년도 만) 수업료 등 합계 합계

엔 엔 엔 원 엔 원

국립 84,600 234,600 319,200 3,192,000 788,400 7,884,000

※4 입학금과 3년분의 수업료로 계산.

●전문학교

전문학교

초년도 합계 졸업까지의 총액 ※5

입학금(초년도 만) 수업료 등 합계 합계

엔 엔 엔 원 엔 원

사
립

위생 161,250 1,326,000 1,487,250 14,872,500 2,813,250 28,132,500

의료 249,857 1,122,286 1,372,143 13,721,430 2,494,429 24,944,290

공업 190,000 1,072,667 1,262,667 12,626,670 2,335,333 23,353,330

농업 180,000 1,041,000 1,221,000 12,210,000 2,262,000 22,620,000

교육 · 사회복지 151,250 1,008,250 1,159,500 11,595,000 2,167,750 21,677,500

상업실무 147,222 995,750 1,142,972 11,429,720 2,138,722 21,387,220

문화 · 교양 126,000 1,016,667 1,142,667 11,426,670 2,159,333 21,593,330

복식 · 가정 185,000 857,000 1,042,000 10,420,000 1,899,000 18,990,000

※5 입학금과 2년분의 수업료로 계산.

●일본어 교육기관

사립대학 ∙ 단기대학 유학생별과
수업료 등

엔 원

1년 과정 400,000～850,000 4,000,000～8,500,000

1년 반 과정 642,000～1,075,000 6,420,000～10,750,000

2년 과정 932,000～1,280,000 9,320,000～12,800,000

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

일본어학교
수업료 등

엔 원

1년 과정 415,000～997,400 4,150,000～9,974,000

1년 반 과정 772,000～1,530,000 7,720,000～15,300,0001

2년 과정 1,006,000～2,000,000 10,060,000～20,000,000

출처 : 일본어교육진흥협회

※ 미국 · 영국의 수업료 · 대학 각종 경비
1학년 졸업까지의 총액 ※6

원 달러(USD) 원 달러(USD)

미국
공립 4년제 대학 26,924,400 24,930 105,703,200 99,720

사립 4년제 대학 36,158,400 33,480 141,955,200 133,920

※6 4년분의 수업료 · 대학 각종 경비로 계산.

출처 : 미국유학가이드 2018

(1달러=1,080원으로 계산)

1학년 졸업까지의 총액 ※７

원 파운드(GBP) 원 파운드(GBP)

영국

문과계열 코스 15,000,000～25,500,000 10,000～17,000 45,000,000～76,500,000 30,000～51,000

이과계열 코스 18,000,000～39,000,000 12,000～26,000 54,000,000～117,000,000 36,000～78,000

의학계열 코스 37,500,000～60,000,000 25,000～40,000 112,500,000～180,000,000 75,000～120,000

※7  3년분의 수업료 · 대학 각종 경비로 계산.

출처 : 영국유학가이드북 2016/17

(1파운드=1,500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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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는 유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고, 대부분 생활비나 수업료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입

니다. 장학금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유학 계획을 세웁시다.

경제 원조의 유형을 확인하자!

① 장학금

② 수업료 감면제도(30%, 50%, 100% 면제 등)

응모 방법을 확인하자!

① <도일 전 응모>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 국외에서 응모(소수)

② <도일 후 응모> 일본에 와서 학교에 입학 한 후 일본 국내에서 응모(대다수)

모집대상과 단체 수를 알아보자!

학부 및 대학원 정규 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많습니다.

대상
도일 전 응모 도일 후 응모

자치단체 · 민간 일본정부 자치단체 · 민간

1 고등전문학교생 2 ○ 22

2 전수학교 전문과정생 5 ○ 20

3 대학 · 단기대학 유학생별과생 1 ○ 6

4 3 이외의 일본어 교육기관생 3 8

5 단기대학생 2 40

6 대학 학부 청강생 0 4

7 대학 학부생 7 ○,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 115

8 대학원 레벨 연구생 4 ○, 교원연수 29

9 석사과정생 15 ○, YLP 143

10 박사과정생 14 ○ 137

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 일본유학 장학금 팸플릿

응모 조건을 확인하자!

① 나이, ② 출신 국가 · 지역, ③ 일본에서의 재적교, ④ 전공 분야 등에 지정이 있습니다.

선발 시험을 확인하자!

주로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지만, 면접 심사 및 일반 교양 또는 전문 분야의 지식과 어학 등의 필기 시험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자!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 창구에 확인하세요.)

장학금

장
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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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가기 전 일본 국외에서 응모하는 장학금

종류 대상 또는 지급단체 수 월액 (참고) 문의처

일본정부
(문부과학성)
장학금
※１

영 리더스 프로그램(YLP)유학생 242,000 엔 2,422,000 원

자국의 재외 일본공
관, 현재 재적교
※2

연구유학생(비정규생) 143,000 엔 1,433,000 원

연구유학생(석사과정) 144,000 엔 1,440,000 원

연구유학생(박사과정) 145,000 엔 1,450,000 원

교원연수유학생 143,000 엔 1,430,000 원

학부유학생／고등전문학교유학생／전수학교유학생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유학생

117,000 엔 1,117,000 원

문부과학성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유학
생유치촉진프로그램 예약
제도)

일본유학시험(EJU) 수험 자 중 성적 우수자로 채택되
어, 일본의 대학 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3학
년 이상),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정규생으로서 신입학
하는 사비 외국인유학생

48,000 엔 480,000 원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
※3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장학금

17기관
60,000 엔

～200,000 엔
600,000 원～
2,000,000 원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학내 장학금, 수업료 감면 
· 면제제도

- - - 진학처

※1 수학 · 연구지역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국가에서는 모국의 정부기관이 창구인 곳도 있습니다.
※3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cholarships/shoureihi/yoyakuseido/index.html

일본에 가기 전 일본 국외에서 응모하는 장학금 (대학간 교류협정 등에 따른 장학금)

종류 대상 또는 지급단체 수 월액 (참고) 문의처

해외유학지원제도(협정유
치) 장학금

유학기간이 8일 이상 1년 이내인 대학간 교류협정 등
에 의한 외국인유학생

80,000 엔 800,000 원 현재 재적교

일본에 간 후 일본 국내에서 응모하는 장학금

종류 대상 또는 지급단체 수 월액 (참고) 문의처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１

연구유학생(석사과정) 144,000 엔 1,440,000 원
일본 국내의 재적교

연구유학생(박사과정) 145,000 엔 1,450,000 원

문부과학성 사비 외국인유학
생 학습장려비(유학생유치촉
진프로그램)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 연구생(대학원 레
벨) / 대학 학부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3학년 
이상) / 전수학교 전문과정 / 유학생별과 / 전공과 
/ 준비교육과정

48,000 엔 480,000 원
일본 국내의 재적교

일본어 교육기관 30,000 엔 300,000 원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장학
금

135기관
20,000 엔 ～
310,000 엔

200,000 원 ～
3,100,000 원

일본 국내의 재적교 
또는 장학금 단체

학내 장학금, 수업료 감면 · 면
제제도

- - - 일본 국내의 재적교

※1 수학 · 연구지역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수업료 감면제도를 찾아보자!

「일본유학 장학금 팸플릿」 (일본어판 · 영어판) 작성：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 일본에 있는 모든 장학금 정보가 팸플릿에 게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cholarships/brochure.html

다음의 웹사이트에서도 장학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정보 검색(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ja/scholarship/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정보(일본유학종합정보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toj/toj0302j.html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학금·수업료 감면제도 검색(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earch/daigakukensaku.html

100 엔＝1,000 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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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유학생의 약 75%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급여는 약 50,000 엔(50만 원)입니다. 아르바이

트만으로는 학비나 생활비 전부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다음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거나 강제퇴거 당할 수 있습

니다.

1． 근처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발급 받을 것. 「유학」 체류자격으로 3개월을 넘는 자는, 신규로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 시 공항 등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유학에 필요한 학비나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일 것. 저축이나 송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4． 유흥업이 아닐 것. ※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28시간 이내(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 일 것

6．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것.

일자리를 결정할 때의 포인트!

유학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무리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밤 늦게나 장시간 근무로 다음 날 영향은 없는지?

◎ 임금, 지불 방법

 세금, 일급, 주급, 월급, 현금 지급인지 계좌 입금인지?

◎ 일 내용은 안전한지

 위험한 일은 아닌지, 근무 중 사고 보장은 어떠한지?

아르바이트 소개는 재적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복수응답설문)>

직종 비율

1 요식업 45.7%

2 영업 · 판매 24.7%

3 교육 · 연구보조 6.9%

4 번역 · 통역 6.8%

5 어학강사 6.5%

6 청소 5.1%

7 호텔 프론트 ∙ 홀담당 5.0%

8 가정교사 4.6%

<아르바이트 시급>

시급 비율

800 엔 미만 9.3%

800 ~ 1,000 엔 미만 50.1%

1,000 ~ 1,200 엔 미만 30.7%

1,200 ~ 1,400 엔 미만 4.4%

1,400 엔 이상 4.5%

불명 1.0%

「일본유학 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학 알선 업자에 주의합시다.

최근, 일부의 유학 알선 업자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발신하고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1시간에 3,000 엔(30,000 원)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 보통 시급은 900 엔(9,000 원) 정도 입니다.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월 20~30만 엔을 벌 수 있으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모국에 송금도 할 
수 있다.」

                                → 할 수 없습니다. (평균 약 50,000 엔(50만 원))

！

출처 : 「2015 년도 사비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 (JASSO)

※ 100 엔＝ 1,000 원으로 계산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 출

석률이 부족하는 등, 공부를 

소홀히 해 체류 기간을 갱신

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유학

생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아
르
바
이
트

One Poin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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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 기숙사가 있으나, 유학생의 약 75％는 민간 기숙사나 아파트에 살고 있

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으면 바로 주거 정보를 수집합시다.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① 학교의 유학생 담당 창구, ② 인

터넷, 정보지, ③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

장점

● 경비가 절약된다.
● 가전제품 등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단점

● 매물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다.
● 폐문시간과 기상시간 등의 규칙이 있다.
● 부엌, 화장실,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

아파트

장점

● 자신이 원하는 생활 리듬에 맞춰 생활할 수 있다.
● 금전감각을 익힌다.

단점

● 시키킹(수개월 분의 집세.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지역

도 있음), 레이킹(사례금),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합

니다. 이때 선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임대계약 절차가 복잡하다.
● 가구 · 가전제품 등을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빌릴 때, 일반적으로 「연대보증

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일까지 집세를 내지 못

하거나 집을 파손했는데 수리비를 내지 않거나 했을 때 

집주인은 「연대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

본에 지인이 없는 유학생을 위해 학교관계자(기관 · 교

직원) 등이 연대보증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유학생주택종합보상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한 대비와 입주를 위한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 가능한지 여부는 재적중인 

학교 또는 입학예정인 학교 측에 상담해주세요.

①  집세, 초기비용은?

②  학교로부터의 거리 · 통학시간은?

③  방의 넓이, 설비는?

④  주변 환경의 편리성
  (역이 가깝다. 쇼핑하기 쉽다. 등)은?

집 구하기 포인트

주거

주
거

학생 기숙사 : 기숙사비 28,000 엔

(JASSO 도쿄일본어교육센터의 경우)

아파트 : 역세권이나 역에서의 거리, 건축 연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에서는 3~4만 엔 정도에서도 찾을 수 있지

만, 도쿄에서 아파트를 찾을 때는 6만 엔 이내가 하나의 기준

이 됩니다.

주거 비용(월액)의 기준
One Point 

Advice

일본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립시다.

쓰레기 배출
One Poin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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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국보)

일본에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 3개월 미만인 유학생은 유학처인 학교에 문의합시다.

■ 가입

거주 지역의 관할 관청에 가서 주민등록을 한 후 신청합니다.

■ 보험료

통상, 연 2만 엔 정도입니다. 단, 지역과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생에 한해 보험료 감액이나 

보조제도가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확인해 봅시다. 

■ 보험 내용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 총액 중 70%는 국민보험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 단, 보험진료 적용 외의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고액 요양비로

서 나중에 환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신청 · 취득하여 병원 

창구에서 지불 한도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 등에 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상해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

으며 유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튀김 기름에 불이 붙어, 주방이 타 벽을 고치지 않으면 안됨

・ 자전거로 보행자를 쳐서 상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함

・ 부재중, 집에 둔 컴퓨터와 카메라를 도둑 맞음

학교로부터 각종 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검토해 봅시다.

「학생 교육연구 재해상해보험 (학연재)」

일본의 대학 96%가 가입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제도입니다. 또한, 보상이 충실한 「인바운

드 부대학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http://www.jees.or.jp/gakkensai/

「학생종합공제」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가입할 수가 있는 대학생협의 보장제도입니다.

 http://kyosai.univcoop.or.jp/

의
료
보
험 

∙ 

손
해
보
험

의료보험 · 손해보험

http://kyosai.univcoop.or.jp/
http://www.jees.or.jp/gakke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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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학생이 재학 중에 기업 등에서 본인의 전공, 경력과 관련된 취업 체험을 하는 제도를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교육 과

정의 일부로써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재학 중 인턴십 제도의 유무와 학점 인정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를 받을 때에는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28시간을 넘는 인턴십을 희

망하는 경우는, 인턴십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개별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십시오.

■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의 차이

아르바이트 :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취로활동.

인턴십 :취업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직업 계획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업 체험. 무보수인 것도 많습니다.

■ 인턴십을 찾는 방법

① 취업 지원 사이트 ··· 업종이나 직종을 불문하고 많은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② 대학의 취업 담당 부서 ··· 게시판 등을 자주 확인합시다.

③ 인턴십 전문 알선 업체 ··· 유치 기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기업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외국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이 일본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의 체류자격

외국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이 그 대학의 학점 이수 등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일본 기업 등과 맺은 계약이나 약속에 

의한 취업 체험을 위해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보수의 유무, 체류기간 등에 따라 「특정활동」, 「문화활동」, 「단기체재」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경제산업성 국제화 촉진 인턴십 사업

경제산업성에서는 외국인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에서의 인턴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기술 · 인재협력과 TEL : (+81) 3-3501-1937

인
턴
십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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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상업 · 무역 20.6%

2 위 컴퓨터 관련 9.4%

3 위 요식업 5.3%

4 위 호텔 · 여관 3.0%

5 위 건설 2.6%

6 위 교육 2.5%

7 위 식품 2.4%

8 위 전기 2.3%

9 위 여행업 2.3%

10 위 일반기계 2.1%

일본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 「외국어나 국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

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

생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JASSO 웹사이트에

서는 취업 경험과 취업 관련 이벤트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서 조기에 취업 활동을 합시다.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안내(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job/

Japan Alumni eNews(JASSO)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news/

<업종별 구성비(상위 10종)> <초임금(월액)>

■ 체류자격 변경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유학」에서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등 취로 가능한 체류자격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력
일본 또는 외국의 대학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칭호를 받은 자.

② 종사하려는 업무내용

취업한 곳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

(예) 의상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될 경우라 할지라도, 체류자

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③ 보수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

④ 기업 실태 회사의 경영기반이나 실적의 안정 등.

■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일본의 대학※1 또는 전문학교※2 졸업까지 취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 변경
을 신청하면, 학교 졸업 후 1년간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은 6개월로,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갱신이 인정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 졸업 후 2 년째도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 입국관리국 등으로 문의하십시오.
※１　단기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단, 별과생, 청강생, 과목이수생 및 연구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２　전문사 칭호를 얻은 자에 한함

출처 : 「2016년 유학생의 일본 기업 등에의 취직상황에 대하여」(법무성 입국관리국)

<체류자격 「유학」에서 취로자격으로의 
변경신청 허가건수>

일본에서의 유학생 채용상황에 관하여

일
본
에
서
의 

취
업

※100 엔=1,000 원으로 계산

20만 엔(200만 원) 미만

33.4%

25만 엔(250만 원) 미만

49.2%

30만 엔(300만 원) 

미만

11.0%

35만 엔(350만 원)

미만

2.6%

35만 엔(350만 원)이상 

2.9%
불명

0.8%

일본에서의 취업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news/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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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있는 외국인유학생 수

■ 외국인유학생 수 추이

■ 재학단계별 외국인유학생 수  

■ 고등교육기관 수

■ 전공분야별 외국인유학생 비율(고등교육기관)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재  

학  

단  

계

대학원 29,174 1,909 15,290 46,373

대학(학부) 11,770 1,836 63,940 77,546

단기대학 0 16 1,899 1,915

고등전문학교 510 0 49 559

전문학교 0 18 58,753 58,771

준비교육과정 3,220 3,220

일본어 교육기관 54 78,604 78,658

합계 41,454 3,833 221,755 267,042

국립 공립 사립 합계

대학원 86 80 463 629

대학(학부) 82 88 584 754

단기대학 0 17 320 337

고등전문학교 51 3 3 57

전문학교 9 185 2,628 2,822

※ 사립대학에 방송대학을 포함함.

출처 : 「2017년도 학교 기본조사」 (문부과학성)

※ 2017년 5월 1일 현재

통
계

（교）

인문과학
24.2％

사회과학
35.9％

이학 1.8％

공학
16.4％

농학 2.0％

보건 2.3％

가정 2.5％

교육 1.7％

예술 4.5％ 기타
8.6％

북미
3,182명

중남미
1,426명

아프리카 
2,230명

중동
1,533명

유럽
8,669명

아시아 
249,242명

오세아니아 
756명

기타(무국적) 4명

267,042명 

■각 년 5월 1일 현재의 유학생 수

■각 년도에 재적한 유학생 수

2017년 5월 1일 현재

(명）

■ 출신 국가(지역)별 유학생 수

국가(지역)명 유학생 수

1위 중국 107,260명

2위 베트남 61,671명

3위 네팔 21,500명

4위 한국 15,740명

5위 대만 8,947명

출처 : 2017년도 외국인유학생 재적 상황 조사(JASSO)

http://www.jasso.go.jp/about/statistics/intl_student_e/index.html

통계

http://www.jasso.go.jp/about/statistics/intl_student_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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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에서는 유학에 관한 정보 발신과 우수한 유학생 획득을 위한 모집 활동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채

택된 대학 유학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유학 상담에 활용해 봅시다.

배치 국가 ∙ 도시 대학 HP

미얀마 ·

양곤

오카야마

대학
http://www.okayama-u.ac.jp/user/myanmar/index.html

잠비아 ·

루사카

홋카이도

대학
https://www.hokkaido-university-lusakaoffice-zm.com/

인도 ·

방갈로르

도쿄

대학

http://www.indiaoffice.dir.u-tokyo.ac.jp/jp/whyjapan/

index.html

브라질 ·

상파울루

츠쿠바

대학

http://www.global.tsukuba.ac.jp/overseas/s%C3%A3o-

paulo?language=ja

Q 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가운데 몇 년간 

일본의 학교에 재학했었다.

②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③ 일본 국적과 다른 국적,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외국인 입시에 출원 할 수 있습니까?

A 지원 자격이 있는지 학교가 심사합니다. 출원 전

에 학교에 연락하여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

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본인 학생과 같은 입학시험 제

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시험 시 또는 진학 

후 학교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장애를 가진 유학생들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병, 신체 장애 등

으로 수험 시와 진학 후 어떠한 배려를 희망하는 경우, 

출원 전에 학교에 상담합시다.

Q 입학시험을 위해 일본에 반드시 가야 하나요?

A 일본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지만, 

학교에서는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거나 응시자의 국

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조 P. 26 

⑦ 수험을 위한 도일 절차)

Q 대학 순위가 있습니까?

A 각 단체가 각각의 관점과 기준으로 작성한 순위

는 있지만, 일본 정부 공식 순위는 없습니다. 학

교의 순위가 상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학교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선생님이나 유학 경험자의 이

야기를 듣거나, JASSO나 학교 웹사이트 열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학교를 찾

아보세요.

귀국 유학생회 리스트

(Study In Japan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ath/

ath0201j.html

일
본
유
학 

Ｑ
＆
Ａ
／
일
본
유
학 

해
외
거
점 

연
계 

추
진 

사
업

일본 유학 Q & A

일본유학 해외거점 연계 추진 사업

http://www.studyjapan.go.jp/jp/ath/ath0201j.html
http://www.indiaoffice.dir.u-tokyo.ac.jp/jp/whyjapan/index.html
https://www.hokkaido-university-lusakaoffice-zm.com/
http://www.okayama-u.ac.jp/user/myanmar/index.html
http://www.global.tsukuba.ac.jp/overseas/s%C3%A3o-paulo?languag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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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수
집

일본유학 기본정보

JASSO 웹사이트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index.html

일본유학 기본정보를 제공

· 학교 검색　· 장학금 정보　· 일본유학시험(EJU)

· JASSO 주최 일본유학박람회 등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vent/index.html

· 일본유학 촉진 자료공개거점

일본 교육기관의 안내책자나 일본유학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jrf/index.html

일본유학 관련 정보

일본어판 영어판

기타, 다음의 사이트에서도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ko/
· 학교 검색　· 장학금 검색　· 입학시험 정보　· 일본에서의 생활

일본유학 포털사이트 　—Gateway to Study in Japan—

http://www.g-studyinjapan.jasso.go.jp/

일본유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유학 정보　· 유학담당자 정보

Study In Japan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index.html

일본유학을 희망하는 자, 일본에서 유학중인 자, 귀국한 자를 위한 정보.

· 일본정부 장학금　· 이벤트 정보　· 귀국 유학생회　

· 유학경험자로부터의 메시지

일본대사관 · 총영사관 재외 일본공관 리스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nnai/zaigai/list/

유학생을 위한 각종 정보

· 일본유학 정보　· 일본정부 장학금 정보

　※유학 상담을 실시하는 대사관 ∙ 총영사관도 있습니다.

정보 수집

http://www.jpss.jp/ko/
http://www.mofa.go.jp/mofaj/annai/zaigai/list/
http://www.studyjapan.go.jp/jp/index.html
http://www.g-studyinjapan.jasso.go.jp/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jrf/index.html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event/index.html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index.html


http://www.jasso.go.jp/ryugaku/about/jeic/index.html

http://www.jasso.or.id/
https://www.facebook.com/jasso.indonesia

http://www.jasso.org.vn/
https://www.facebook.com/JASSO.Vietnam

http://www.jeic-bangkok.org/
https://www.facebook.com/JASSO.Thailand

http://www.jasso.or.kr/
https://www.facebook.com/JASSO.Korea

http://www.studyinjapan.org.my/
https://www.facebook.com/JASSO.Malaysia

https://www.facebook.com/JASSO.Korea
http://www.jasso.or.kr/
https://www.facebook.com/JASSO.Thailand
http://www.jeic-bangkok.org/
https://www.facebook.com/JASSO.Vietnam
http://www.jasso.org.vn/
https://www.facebook.com/JASSO.Malaysia
http://www.studyinjapan.org.my/
https://www.facebook.com/jasso.indonesia
http://www.jasso.or.id/
http://www.jasso.go.jp/ryugaku/about/jeic/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