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본교에서는 학습 의욕이 있는 유학을 희망하는 자의 입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응모 자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定義) 

 “유학 희망자” 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別表) 제 1 에 정해진 “유학” 이라는 재류자격으로 

본교에 입학하여 교육 받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응모자격(応募資格) 

하기 1~6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외국에서 12 년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본교에 입학하는 해 3 월까지 수료 예정인 자. 

2. 일본어능력시험(JLPT) 결과가 N2 이상인 자, 또는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기술 제외)」 항목 점수가 

200 점 이상인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일본어 능력 및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본교가 인정한 자) 

3. 일상생활 및 학습을 함에 있어서 문제없이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4. 본교의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적 있는 자. 

제출서류(提出書類) 

1. 입학원서(권말) 

※본교와 대학교 또는 단기(전문)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19 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입학원서 

뒷면도 함께 기입할 것. 

2. 외국에서의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본 



3. 외국에서의 최종 학력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본 

**원본이 일본어학교에 제출되어 있을 경우 복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일본어능력시험(JLPT) 결과가 N2 이상인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또는 

일본유학시험 결과가  200 점 이상인 작격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2021 년 6 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수험한 자는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며 그 이후에 수험한 자는 

수험표 복사본을 제출할 것. 

5. 일본어학교의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일본어학교를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6. 일본어학교 출석상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일본어학교르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7. 여권 복사본 

8. 재류카드 복사본(앞뒤면) 

9. 경비지급에 관한 신고서 

**본교 홈페이지에서 지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것. 

10. 컬러증명사진 1 장(사이즈: 세로 4cm*가로 34cm) 

**입학원서에 붙여 제출할 것. 

11. 입학검정료 20,000 엔 

우체국의 普通為替証書를 통해 입금요망. 

**본교에 오셔서 현금지불 가능 

**普通為替証書에 이름, 주소 기입 불필요 

12. 유학생원서제출허가서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자에게 발급되는 출원자격여부에 관한 서류 

**해외로부터 본교에 원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 상담 요망. 

**온라인 원서 제출 불가 

 

유학생 입학전형 

■시험일 ■유학생 대상 입학전형 일정 

*오른편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진행 시험 시행일 원서접수마감일(필착) 시험결과발송일 입학등록마감일 

*전형방법은 일반 입학에 준함 1 차 2022 년 10 월 22 일(토) 10 월 14 일(금) 10 월 26 일(수) 11 월 16 일(수) 

*각 시험 시행일의 수험자는 원서가 2 차 11 월 26 일(토) 11 월 18 일(금) 11 월 30 일(수) 12 월 21 일(수) 

 접수 마감일까지 본교에 도착한 자에 3 차 12 월 24 일(토) 12 월 16 일(금) 12 월 27 일(화) 2023 년 1 월 18 일(수) 

한함(증빙서류가 필요시 접수 불가) 4 차 2023 년 2 월 4 일(토) 2023 년 1 월 27 일(금) 2023 년 2 월 8 일(수) 3 월 1 일(수) 

*시험 시행일은 “원서접수표/수험표” 5 차 2 월 25 일(토) 2 월 17 일(금) 3 월 1 일(수) 3 월 22 일(수) 

 에 기재된 일정 참조     

*시험 당일 결석 또는 지각할 경우 

반드시 본교 사무국에 연락 바람. 

    

■시험시간 ■시험 장소    

12 시 45 분···시험장 집합 

나고야공학원전문학교 1 호관 

12 시 45 분~12 시 55 분···주의 안내 

〒456-0031 나고야시아츠타쿠진구 4-7-21 

13 시···입학시험 실시 

전화:0120-153-750(무료) 전화:052-681-1311 

 

기타 사항 

1. 입학 후 여권 및 재류카드 확인절차가 있겠으며 일본정부에서 발급하는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2. 입학 후 학생들에게 유학기간 학습, 일본에서의 생활, 각종 수속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 제도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감면제도 

본 제도는 입학 또는 진학시 일정의 조건에 달한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면제도. (2021 년도 

실적) 

■감면금액··········입학시 수업료에서 20 만엔 감면, 진학시 수업료에서 10 만엔 감면 

■감면대상··········“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別表) 제 1 에 정해진 “유학” 이라는 재류자격으로 본교에 

입학하는 자 

■문의················문의 사항 있으시면 본교 사무국에 문의 주십시오. 

                전화:0120-153-750(무료) 전화:052-681-1311 

 

외국인유학생 덴파학원아리가토장학생제도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업 및 인성이 뛰어나 본학원의 장학생으로서 인증 받은 

지원자에게 학원장학생 특전을 제공하는 제도. 

 

■특전································ 특대생 A 입학하는 해 후기 수업료에서 20 만엔 감면(약간명) 

 특대생 B 입학하는 해 후기 수업료에서 15 만엔 감면(약간명) 

■전형방법··························· 필기시헙(일본어) 

 면접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 접수기간: 2022 년 10 월 1 일(토)~2023 년 1 월 17 일(화) 当日消印有効 



 시험 시행일: 2023 년 1 월 28 일(토) 

■문의································ 문의 사항 있으시면 본교 사무국에 문의 주십시오. 

 전화:0120-153-750(무료) 전화:052-681-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