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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본의 상급학교에 진학가능한자

＊ 모국에있어서 고등학교수료 혹은 고등학교수료와 같은자격을 소유한자

설치코스 와 입학신청접수기간

※ 정원이 되면 접수도 종료됩니다. 출원시에는 반드시 국제교류센터에 확인해주십시요.

※ 상세한 접수마감일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주십시요.

수업일과 수업시간 월요일～금요일【주5일제】 20교시／주　  50분／교시

※ 클래스는 입학후의 클래스편성시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입학후의 클래스편성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요.

학     비

※ 각납입금에대해서는 상황에따라 변경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요.

※

　

진학１년반코스

１년6개월간의합계 1,170,320

불의의 사고, 질병의경우 의료비부담을 되도록 경감될수있도록 본교에서는 학생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하고있습니다. 그
리고 학생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일본에오신후, 일본의 법률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에 전원 가입을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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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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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의해 일본에 1년이상 체류하는사람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의료비의 3할 본인부담
으로 거의 모든치료를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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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①

②

③

（3）

※

【출원장소】

【선고료의납입】

재류자격인정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에관한 취급안내
（1） 선교료는 모든서류가 제출된후 국제교류센터로부터 청구합니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을경우, 납입하신 선교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4）

（5）

（6） 입학후 6개월이후의퇴학(귀국,재류자격변경)을 하였을경우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학교로 확인하시기

（7） 교재실습비와 학생보험가입비에 대해서는 수업개시된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주의사항
（1）

（2）

（3） 각 납입금에대해서는 상황에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입학후 6개월간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퇴학(귀국, 재류자격변경)을 하셨다 하더라도 수업료와
교재실습비・학생보험가입비의 환불은 하지않습니다.

일본이외의나라에서 발행된 각종서류와 일본어학습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어번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요. 영어・중국어・한국어 이외의 증명서류에는 영어번역도 필요합니다.
제출된서류는 원칙적으로 돌려드리지않습니다. 단, 졸업증서의 원본등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
증명서교부신청후에 돌려드립니다.

동경공과대학부속일본어학교／국제교류센터
〒144-8655　東京都大田区西蒲田5-23-22　3号館6F

℡ ：　0120-106-121（일본내에서의 무료통화）／03-3732-8411
+81-3-3732-8411（해외에서）

JAPANESE LANGUAGE SCHOOL AFFILIATED WITH TOKYO UNIVERSITY OF TECHNOLOGY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5-23-22, Nishi－Kamata, Ohta-ku, Tokyo 144-8655, Japan

℡ ：　0120-106-121（무료통화）／03-3732-8411
+81-3-3732-8411

필요서류일절을 준비해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해주십시요. 모든서류를 제출하신후, 하
기구좌에 선고료를 송금해주십시요. 제출된신청서류로서 선고를 행합니다.

은 행  명 ： 미츠비시도쿄UFJ은행 카마타지점
구좌번호 ： 보통 2338949
구좌명의 ： 동경공과대학부속일본어학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으나 재외공간에서 VISA발급을 거부당했을경우, 납입하신 입학
금・수업료・교재실습비・학생보험가입비는 환불합니다. 그때에는 VISA발급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외공간에서 VISA를발급받았으나 일본입국전에 개인적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취소했을경우, 납
입하신 선고료・입학금이외의 비용은 환불합니다. 그때에는 VISA를 취소하였다는 증명자료가 필요
합니다.

출원방법과 선고방법
입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서류일절을 준비한후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해주십시
요.      제출된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선고를한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출원방법에는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에서 선택해 출원해 주십시요.

해외의 연락창구에 제출

일본체류의 신청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대리인이 국제교류센터에 제출

상기이외의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국제교류센터에 연락

출원서류에 부족이 있을경우에는 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확인표”를 이용해 부
족한 서류가 없도록 충분히 확인해 준비해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하여 동경공과대학부속일본어학교에서는 제출하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는일은
없습니다

Name of Bank : BANK OF TOKYO-MITSUBISHI UFJ,
Address of Bank : 5-12-6, Kamata, Ohta-ku, Tokyo 144-8655, Japan
Bank Code : 0005
Name of Branch : KAMATA BRANCH
Branch Code : 117
Beneficiary Account # : 2338949
Beneficiary Name :  JAPANESE LANGUAGE SCHOOL AFFILIATED WITH
                                                  TOKYO UNIVERSITY OF TECHNOLOGY

Phone Number ： 03-3732-2231
SWIFT # : BOTKJPJT



（1）출원서류

①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원본과 성적증명서.（졸업증서원본은 신청완료후 반각）

◎

◎

일본어학습증명서에는 학습기간과 학습시간이 명기되어있을것.

⑤
⑥

◎ 직업증명서（직업이있는경우에 제출. 회사명・회사주소・회사연락처등이 명기되어있는것）

◎ 여권복사（이미취득이된경우에 제출. 일본방문력이 있을경우에는 출입국인이 찍혀있는 페이지의 복사가 필요）

◎ 경비지변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출생증명의 복사, 주민표, 공증서등의 공적서류를 제출.

◎

◎

（2）경비지변에 관한서류（A・B・C중의 해당서류）

A 신청자본인이 지변할경우（신청자가 준비하는서류）

◎

◎

◎

◎

◎

◎

B 지변자가 일본이외의 나라에 거주할경우（지변자가 준비하는 서류）

①
②

◎

◎

◎ 예금잔고증명서（자금형성과정을 증명할수있는 통장의 복사등）

◎ 수입에관한 증명서(연수입증명서 혹은 납세증명서)

◎

C 지변자가 일본에 거주하는경우（지변자가 준비하는 서류）

①
◎ 직업증명서（예금(적금)의 증빙서류로서제출. 회사명・주소・전화번호등이 명기되어있을것）

◎ 동일세대전원의 기재가있는주민표. 주민표에 기재가없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인감등록증명서

◎ 재일친족에 해당되는경우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주민표, 출생증명서의 복사, 공증서등의 공적서

◎ 예금잔고증명서

◎ 수입증명서（납세증명서その1・その2 또한 과세증명서）

◎

중국・방글라데시・미얀마・몽골, 베트남・네팔・스리랑카등의 국적의경우에는, 일본어학습력이 200시간이상일것.
（일본어능력시험4급에서 3급레벨은 필요）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경비지변서 본교소정용지에 반드시 경비지변자가 직접기입（신청자의 대필은 불가）

② 그외서류 직업증명서（예금(적금)의증빙서류로서 제출. 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재직기간이 명기되어있는것）

자금형성과정을 증명할수있는 통장의 복사등.

수입에관한증명서(연수입증명서 혹은 납세증명서)

필요서류일람

① 예금잔고증명서 발행년월일・구좌명의・구좌번호・통화단위가 기재되어있는것으로 체류비용을 부담할정도의 잔고가 필요

경력과연령등으로 본인의지변능력이가능한지판단.유산등부모로부터의 지원이있을경우 그 경위증명서를첨
부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④ 일본어 학습증명서

③

② 그외서류

그외（유효하다고생각되는자료를첨부. 또한제출서류의내용에따라입관으로부터추가서류의제출이요구될경우가

경비지변서 본교소정용지에 반드시 경비지변자가 직접기입.（実印사용）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예금잔고증명서 발행년월일・구좌명의・구좌번호・통화단위가 기재되어있는것으로 체류비용을 부담할정도의 잔고가 필요

③ 그외서류

직업증명서（예금(적금)의증빙서류로서 제출. 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재직기간등이 명기）

그외（유효하다고생각되는자료를첨부. 또한제출서류의내용에따라입관으로부터추가서류의제출이요구될경우가

신청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 호적등본, 출생증명의 복사, 주민표, 공증서등의 공적서류
（신청자의 것으로 입증될경우에는 불요）

그외（유효하다고생각되는자료를첨부. 또한제출서류의내용에따라입관으로부터추가서류의제출이요구될경우가

⑦ 그외 서류

중국적의 신청자는 〝戸口簿〟를 제출. 복사는 첫회복사만이 유효하며 복사작성자과 작성년월일을 명기할것.
（원본의 경우에는 복사작성후 원본을 반각）

그외（유효하다고생각되는자료를첨부. 또한제출서류의내용에따라입관으로부터추가서류의제출이요구될경우가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사진６장 세로４cm×가로３cm （３개월이내에 촬영한것）

최종학력증명과성적증명

②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의 용지에 반드시본인이 기입할것（각항목에는 공란이 없도록 기입）

（학력, 직력은 계속적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기입할것. 또한 입시준비기간・병역기간등도 반드시 기입할것）

대학재학중（휴학중도 포함）혹은 도중퇴학의 경우에는, 재학중(휴학, 퇴학)의 학교증명외에도 고등학교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원본을 반드시 제출.（졸업증서의 원본은 신청완료후 반각）

6세미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증서원본중 하나를 제출.（졸업
증서의 원본은 신청완료후 반각）　（한국의경우는 생활기록부를 제출）

중국에서의 신청자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국통일시험（高考）의 성적을 제출.

（일반적으로 보통고등학교졸업자는 高考에 참가한것으로 간주하여 본교에서는 시험결과의 제출을 요하고 있슴

하기 [(2)경비지변에관한서류] 의 A・B・C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경비지변

취학동의서 본교 앞으로 제출



입학수속과 시기
4월학기생  입학까지의 일정

・・・서류선고／선고료납입

・・・모집마감／입관에 서류제출

・・・입관심사결과발표

・・・수업료납입／취학VISA취득

・・・ 입학준비／일본입국

4월학기생입학

10월학기생  입학까지의 일정

・・・서류심사／선고료납입

・・・모집마감／입관에 서류제출

・・・입관심사결과발표

・・・수업료납입／취학VISA취득

・・・ 입학준비／일본입국

10월학기생입학

 동경입국관리국서류심
사

10월학기생
모집기간

4월학기생
모집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１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１월　12월 　 2월　 3월

 동경입국관리국서류심
사



◆ 하네다공항→（케이큐선+케이힌토후쿠선）→JR카마타역 40분

◇JR케이힌토후쿠선 , 토큐이케가미선 , 토큐타마가와선「카마타역」도보3분

◆ 나리타공항→（나리타 익스프레스+케이힌토후쿠선）→JR카마타역 82분

학교까지의 교통

카마타역 서쪽출구하차 도보3분

■ JR동경역→（케에힌토후쿠선）→JR카마타역 18분

■ JR요코하마역→（케이힌토후쿠선）→JR카마타역 18분

국제교류센터6F

동경공과대학부속일본어학교



JAPANESE LANGUAGE SCHOOL AFFILIATED WITH TOKYO UNIVERSITY OF TECHNOLOGY 

〒144-8655　東京都大田区西蒲田5-23-22

5-23-22, Nishi-Kamata, Ohta-ku, Tokyo 144-8655, Japan

 TEL ：　03-3732-1071　 FAX ：　03-3732-1072　　

동경공과대학부속일본어학교

E-Mail info@jst.ac.jp   URL http：//www.jst.ac.jp/

문 의 처

학교법인 카타야나기학원 국제교류센터

〒144-8655　東京都大田区西蒲田5-23-22
5-23-22, Nishi-Kamata, Ohta-ku, Tokyo 144-8655, Japan
 TEL ：　0120-106-121（무료통화）／03-3732-8411

FAX ：　03-3732-8412
E-Mail cie@neec.ac.jp  URL http：//www.neec.ac.jp/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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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금잔고증명서

수입증명서（납세증명서その1・その2、과세증명서）

② 그외서류

그외（유효하다고 생각되는자료를 첨부）

재일친족에 해당되는경우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주민표, 출생증명서의
복사, 공증서등

동일세대전원이 기재되어있는 주민표, 주민표에 기재되지않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원표기재사항증명서

직업증명서（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등이 명기되어있을것)

인감등록증명서

자금형성과정을 증명할수있는 통장의 복사등

수입증명(연수입증명서 혹은 납세증명서)

경비지변서 본교소정양식의 것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지변자가 일본에 거주하는경우（지변자가 준비하는 서류）

경비지변서 본교소정양식의 것

신청자에관한서류（신청자본인이 준비할서류）

신청자본인이 지변하는경우（신청자가 준비하는 서류）
경비지변에관한서류（A・B・C의 서류중 택일）

지변자가 일본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경우（지변자가 준비하는서류）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② 그외서류

직업증명서（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등이 명기되어있을것）

자금형성과정을 증명할수있는 통장의 복사등

수입증명(연수입증명서 혹은 납세증명서)

그외（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첨부）

재일친족주소 전화번호

유　・　무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증서원본과성적증명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재일친족성명 재류자격

입학원서

제출서류확인표

재일친족의 유무

신  청  자  성  명

본  　국  　주　  소

국　　　적

E-Mail

대학재학중（휴학중도 포함）, 또는 도중퇴학의 경우에는 재학(휴학혹은퇴학)중의학교증명
서외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원본

① 예금잔고증명서

개인명의의 것

경력과 연령등으로 본인지변이 가능한지를 판단. 유산등 부모로 부터 지원이 있을경우
에는 경위설명서를 첨부

직업증명서（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등이 명기되어있을것)

학습기간과 학습시간이 명기된것

6세미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경우는 초등학교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증서원본

중국의 신청자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경우는 전국통일시험（高考）의 성적

여권 복사（여권을 취득하고 있는경우）

일본어학습증명서

③

⑥ 그외서류

최종학력증명&성적증명

취학동의서 본교앞으로 제출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중국적의 신청자는〝戸口簿〟

그외（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첨부）

경비지변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출생증명의 사본, 주민표, 공증서등등

예금잔고증명서 개인명의의것

③ 그외서류

직업증명서（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연락처등이 명기되어있을것)

그외（유효하다고 생각되는자료를 첨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출생증명의 사본, 주민표, 공증서등등

본교소정의 양식

필요서류 주 　의 　사 　항
사진6장 세로４cm×가로３cm （３개월이내에 촬영한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