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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츠노미야쿄와대학 시티라이프학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보 
 

유학생 등록금 

(Q1) 1학년 등록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A1) 입학 시 등록금은 525,000엔 (입학금 200,000엔 포함)입니다. 

1년 통틀어서는 850,000엔입니다. 

850,000 엔 중 525,000 엔을 각 입학 등록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325,000 엔은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 등록 시 유학생 보험(나중에 설명) 가입비용 등으로 80,000 엔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Q2) 2학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A2) 2학년부터는 1년 기준 650,000엔으로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325,000엔씩 납부하게 됩니다. 

봄학기는 4월 30일까지, 가을학기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유학생 지원 

(Q3) 유학생 대상 학비 할인은 없나요? 

(A3) 유학생 대상 수업료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유학생에게는 일본인 학생 수업료의 41%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적힌 금액이 할인 후 금액입니다. 

 

(Q4)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는 있나요? 

(A4) 특별대우 입시제도라는 것이 있어 성적 우수자에게는 첫해 수업료가 50% 면제됩니다. 

유학생 입시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유학생에게는 특대생(특별대우학생) 자격이 주어지는데, 

초년도 수업료 380,000엔에서 50% 면제된 190,000엔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 추천 입시나 일반 입시 1 차 합격자로 입학 등록을 마친 학생이 특대생 합격을 목표로 

일반 입시 2차를 치를 경우 응시료가 면제됩니다. 

 

(Q5) 2학년 이후에도 지원제도가 있나요? 

(A5) 2학년 이후에는 전년도 성적우수자에 대해 수업료를 50% 면제하고 있습니다. 

 

(Q6) 그밖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A6) 일본어능력시험,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부기검정 등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대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불합격이라고 해도 응시료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시험(동일 급수) 에 대해 3회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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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현재 재학중인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A7) 중국,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Q8) 학생 기숙사는 있나요? 

(A8) 학생 기숙사는 없습니다. 단, 스스로 민간아파트를 계약한 유학생에게는 매달 1 만엔의 

아파트 임대료 보조금을 입학 년도에 1년간 지급합니다. 

 

(Q9)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어떤가요? 

(A9) 일본 국내 대학원 진학, 일본 국내 취업, 본국으로 귀국 후 취업 등 다양합니다. 일본 국내 

취업 관련 절차, 취업정보 등은 국제교류센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Q10) 유학생의 생활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10) 국제교류센터가 세심하게 유학생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등록절차 등도 

국제교류센터 직원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교 유학생은 전원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11) 유학생 보험은 어떤 것인가요? 

(A11)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24 시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고일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의 현지 왕복 경비 등도 보상됩니다. 본교 유학생은 전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입학등록 시 보험금(4 년 기준 4 만엔 정도) 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절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은 국제교류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츠노미야쿄와대학의 특징 

가깝다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는 JR 도호쿠 신칸센 이용 시 도쿄까지 50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츠노미야쿄와대학 우츠노미야 시티캠퍼스는 JR우츠노미야역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친절하다 학생 수는 적지만 그만큼 학생과 교수진, 직원들 간에 거리감 없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유학생 입시 관련 문의처 

〒320-0811 우츠노미야시 오도오리 1-3-18 우츠노미야쿄와대학 시티라이프학부 

TEL 028-650-6611   FAX 028-650-6612   e-mail   kokusai@kyowa-u.ac.jp 

URL http://www.kyowa-u.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