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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일본의 학교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학교제도는 초등교육으로서 초등학교 6년간, 중등교육으로서 중학교 3년간, 고등학교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전문과정 (이하,
전문학교)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는 4월에 입학하여 3월에 졸업합니다. (일부 10월에 입학하여 9월에 졸업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문직단기대학

전문직대학
전문직 대학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기관)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9년간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201,877명입니다. 그 밖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하여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40,567명으로, 이들 합계에 따른 총유학생 수는 242,444명(2021년
5월 시점)입니다.
주요 출신국・지역별 유학생수 (일본어교육기관 포함)

학교별 유학생 수
대학원

52,759명

중국

대학(학부)

73,715명

베트남

49,469명

2,331명

네팔

18,825명

453명

한국

14,247명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70,268명

준비교육과정*

2,351명

일본어교육기관

40,567명

114,255명

인도네시아

5,792명

대만

4,887명

스리랑카

3,762명

*준비교육과정이란, 모국 등에서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
(위 수치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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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려면, 원칙적으로 모국 등에서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12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교육과정」에서 공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입학에는 대학졸업 등이 조건이 됩니다.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어에 의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을 위해서는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6개월에서 2년까지)하고 나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본어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의 일본어능력의 기준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일본어능력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입학선고(選考)시험의
하나로서 「일본유학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장면에서 필요한 일본어능력을 측정하는 「BJT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가 있습니다.
①일본어능력시험(JLPT)
외국인의 일본어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 이외에서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에 의해 「일본어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일본 각 지방 및 일본 이외의 국가
지역에서 7월과 12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대해서는 JLPT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②일본유학시험(EJU)
일본유학시험은 일본의 대학 등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선고(選考)시험의 하나로서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도일 전의 입학허가를 상정한 상태에서, 매년 2회(6월과
11월), 일본 각지 및 일본 이외의 나라와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시험과목은 일본어, 수학, 이과(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두 과목 선택), 종합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대해서는 EJU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③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는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장면에서의 「일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주최하고 있으며,일본 각지 및 일본 이외의
국가, 지역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으로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청해문제・청독해문제・독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0점부터
800점의 점수와 J5~J1+의 6단계 레벨로 평가됩니다.
학력 이외의 조건으로서, 유학기간 중의 학비나 생활에 필요한
경비의 충분한 지불능력, 장학금 그 밖의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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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평균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첫해 납부금(1년차)으로, 입학금, 수업료,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년차 이후로는 입학금은 없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희망하는 학교의 비용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학
①

교

사립대학

분

야

첫해 1년간 비용

이과계열

약 157만엔

문과계열

약 119만엔

②

사립단기대학

전학과

약 113만엔

③

전문학교

공업계

약 131만엔

상업계

약 115만엔

복식계

약 114만엔

문화/교양계

약 123만엔

④

일본어교육기관

일본어학습

(*의대, 치대 계열 제외)

약 76만엔

(금액은 ①과②는 문부과학성 2021년도 조사, ③은 공익사단법인 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2021년도 조사,
④는 (일반사단법인)일본어학교진흥협회 자료참고)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류자격이 필요합니까?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일본에 유학할 시 체류자격은 「유학」이 됩니다.

체류자격

유학

내

용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문학교, 대학・단기대학의 유학생별과, 각종학교의 준비교육과정 및
일본어학교 등의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했을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3개월, 6개월, 1년, 1년 3개월, 2년, 2년 3개월, 3년, 3년 3
개월, 4년, 4년 3개월

일본에 유학할 때, 미리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으로부터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으면 단기간에
사증(VISA)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입국에 앞서서 본인 또는 대리인(교직원 등)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체류기간 3개월은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교환유학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어교육기관의 통상적
유학의 경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부터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 입국 후에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12, 09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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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어떤 학교에 유학합니까?

일본에 유학하여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성공적인
일본유학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본어교육기관이란 어떤 학교입니까?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전 단계로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일본어교육기관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유학」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성이 인정한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해야만 합니다. (대학・단기대학의 유학생별과 제외)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종

류

전문학교일본어학과
각종학교의
일본어학교

내

용

전문학교의 일본어학과, 수학연한(修學年限)은 1년부터 2년.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일본어학교.
수학연한(修學年限)은 6개월부터 2년.

각종학교 이외의
일본어학교

주식회사, 공익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일본어학교. 단기
일본어코스부터 대학진학코스까지 있음. 수학연한(修學年限)은
6개월부터 2년.

준비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수료까지 12년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대학수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과정.'
일본어 이외에 일본 문화나 대학진학 기초과목이 있음.
교육기간은 1년부터 2년.

대학・단기대학
유학생별과

대학・단기대학에 설치된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정. 일본어
이외에 일본문화나 대학진학 기초과목도 있음. 수학연한(修學年
限)은 1년.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원칙으로서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그것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학시험에는 서류전형 이외에 면접시험 등도 실시됩니다.
입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일본어능력시험(JLPT)N5 이상에 합격한 자

2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및 JLRT청독해테스트(필기테스트) 3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J.TEST실용일본어검정 F급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FG레벨시험 250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일본어NAT-TEST 5급(구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5

응용 일본어 교육 협회 STBJ 표준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 350점 이상을 취득한 자

6

TOPJ실용일본어운용능력시험 초급A 이상을 취득한 자

7

J-cert 생활 · 직능 일본어검정 초급 이상을 취득한 자

8

JLCT외국인일본어능력검정 JCT5 이상을 취득한 자

9

실천일본어커뮤니케이션검정 · 브릿지(PJC Bridge) C-이상을 취득한 자

10

JPT일본어능력시험 315점 이상을 취득한 자

5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전문직대학원은 전문직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입학조건은 대학을 졸업한 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16
년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입니다.
또, 일본에서 전수학교전문과정(전문학교)의 4년제 학과를 졸업하고 「고도전문사」칭호를 취득한 자는
대학원의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박사과정의 입학조건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개별
입학시험심사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2세 이상), 또는 외국에서 석사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입학시험은 일본에서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서류전형만으로 뽑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일본어, 영어(또는 그 밖의 외국어), 전문과목의 필기시험, 소논문, 전공과목의 구술시험 등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전문직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12년 미만의 경우,
지정된 준비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 과정을 수료한 자, 각 학교가 시행하는 개별입학시험 심사에 따라 12
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8세 이상), 또는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지정하는, 외국에서의「11년 이상의 과정 수료자」도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으로 간주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은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실시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입학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한, 입학선고를 일본유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의 수학연한(修學年限)은 4년간(의학부 등은 6년간)으로, 졸업 후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단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단기대학, 전문직단기대학 입학조건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입니다. 12
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 과정을 수료한 자, 각 학교가 시행하는
개별입학시험 심사에 따라 12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8세 이상), 또는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지정하는, 외국에서의「11년 이상의 과정 수료자」도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으로
간주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 등도 대학과 같습니다.
단기대학의 수학연한(修學年限)은 2년간(일부 학과는 3년간)으로, 졸업 후 「단기대학사」의 학위가
주어집니다.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조건은 대학, 단기대학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비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고등전문학교의 수학연한은 5년간(중학교졸업자 대상)이나,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11년 과정(고등학교 2
학년)을 수료한 자는 제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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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학교로 불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수학연한(修學年限)은 1년부터 4년까지로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만, 2년간의 과정이 가장 많습니다. 통상문부과학성으로부터 공시를 받은2년제, 3년제
코스를 졸업한 경우에는 「전문사
(専門士)」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4년제 코스를 졸업한 경우는 고도전문사의 칭호가 수여됩니다.
전문학교에서는 직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술,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공업, 농업, 의료, 위생, 교육・사회복지, 상업실무, 복식・가정, 문화・교양의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입학조건은 12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1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준비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 과정을 수료한 자, 각 학교가 시행하는 개별입학시험 심사에 따라 12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8세 이상), 또는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지정하는,
외국에서의 '11년 이상의 과정 수료자' 도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으로 간주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학교 입학의 경우, 상기 이외에 아래 필요한 일본어능력으로 표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본어능력시험에서 N1 또는 N2에 합격한 자

2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과목에서 200점 이상 취득한 자

3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JLRT 청독해테스트(필기시험)에서 400점 이상 취득한 자

4

법무성이 고시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입학자 선발을 진행하는 각 학교에서 일본어 시험을 실시하여 일본어능력시험
N2(2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5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입학자 선발을 진행하는 각 학교에서 일본어 시험을 실시하여 일본어능력시험
N2(2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 제도는 있습니까?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학업 및 인품이 모두 뛰어나고 유학보고서(체험담)
제출 및 경제적 이유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입 촉진 프로그램(구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이라는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유학시험을 응시한 유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교 등으로부터 도일 전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본 장학금 제도의 급부 예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 유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학 전에 확실히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은 할 수 있습니까?
졸업 후에는 일본에서 배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살려서, 일본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일본
내의 모든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취업이 인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학처의 학습 내용에 따른 취업 가능
직종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취직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급적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가능한 재류자격 중에는, 고도 기술 및 지식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비롯하여, 「경영/관리」나 「교육」, '간호」 등, 특정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및 기능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유학생에게 「고도의 일본어능력」이나「일본문화에 대한 적응력」「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할 경우,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처에서「유학」체류자격에서 취로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까지 취직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 전문학교(「전문사」고도전문사의 칭호
취득자)의 졸업자는 「유학」으로부터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으로써, 졸업 후 최장 1년 간(6
개월 + 6개월)은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계속하여 취직활동 중인 유학생 중 기졸업자의 경우,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취직
지원사업 참가 등을 조건으로 체류기간을 1년(6개월 + 갱신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졸업 후 2년까지)체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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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체류카드란 무엇입니까?
「체류카드」는 일본에 중, 장기(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체재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와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사진 참조)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 또는 일부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이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체류카드」는 신규입국을 하는 경우, 일본으로 입국 시 일부 공항(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 2022년 4월 현재)에서도 상륙허가 수속 시에
교부됩니다만, 그 이외의 공항을통해 입국하는경우에는 여권(패스포트)에 상륙허가 증명인과 그 옆에
「체류카드 후일 교부」 스탬프를 기재 받은 후, 중, 장기의 체류자가 주거지 관할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신고한 거주지로
우송됩니다)
일본 입국 시의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된 사람은 주거지를 정하여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한
후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본에서 중, 장기 체재하는 사람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 기간(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체류카드」로 간주합니다.
체류카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4_point.html

체류관리제도에 의한 수속의 흐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
여권의 상륙허가 증명인 날인과 동시에 상륙허가를
통해 중, 장기체류자로 인정된 분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주) 체류카드는 2022년 4월 현재,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에서
주거지의 (변경) 신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주거지 이외의 (변경)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지역의 변경신고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16세 미만인 분

체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체류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현저히 훼손되거나 더러워진 경우

소속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

취로자격이나 「유학」등의 학습자격, 배우자로서의 신분자격으로 체류하는 분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i-ens_system.html

체류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시 중장기 체류자분들에게는 새로운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작성 '출입국재류관리 2021년도판' 팸플릿으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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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본의 생활비는 얼마나 듭니까?

일본의 물가는, 각 지역에 따라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나타난 관동지역(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일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지출항목

식비

주거・광열비

보험・의료비

취미・오락비

통학비

월평균금액

30,000엔

52,000엔

3,000엔

8,000엔

6,000엔

기타생활비

합계

10,000엔 109,000엔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2019년1월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조사결과: 거주형태별 항목별 지출내역(관동)')

이에 평균적인 학습연구비(54,000엔)를 합산하면 월 생활비 평균은 163,000엔입니다.

주택비
위 지표의 「주거・광열비」중에서도 주택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간 아파트 ,
유학생용 숙소, 일반학생 기숙사를 모두 포함한 주거비 평균을 보면, 관동지역이 월평균 41,000엔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민간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경우, 주거비는 더욱 비싸지며 보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 단계에서
집세 이외에 보증금, 사례금 등의 비용이 수 개월분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속학교가「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제도 협력교인 경우, 유학생이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보증인이 되는 방법도 있으므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민간 부동산회사에서
외국인도 입주가 가능하거나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집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유학생 전용 정보지 등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필수품 등의 물가
일본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도쿄도의 지표입니다. (출처: 「도쿄도 통계」 2022
년 1월분)
(세금 포함)

수도요금

품목 가격 1개월분 20m3 전기세 1개월
가격
닭튀김

(가라아게)
도시락

475엔

2,475엔

14,084엔

쌀

(단일원료미
고시히카리 이외)

5kg

2,010엔

1kg

1병 1,000g

식용유

밀가루

달걀 1팩

446엔

363엔

278엔

234엔

식빵

1kg

(10개)

감기약
세탁용 세제 두루마리화장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버스요금 게임 소프트웨어 노래방 사용료
(일반버스) 7km
(1인)
1장
(1,000m) 1상자(44포)
1kg
1팩 40정

330엔

643엔

1,337엔

695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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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엔

6,173엔

971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 있으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에게
‘유학’이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노동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활동 내용, 장소에 제약이 있으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은 주
28시간 이내(장기휴가 중인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위주로 유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
유학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카드 뒷면)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내용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지역과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도쿄도의 최저임금은 1,041
엔입니다. 이를 자격 외 활동허가(아르바이트)의 상한조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는 월 수입은 1,041엔 x 28시간 = 29,148엔 (1주일) x 4주 (1개월) = 116,592엔입니다. 단, 앞서
제시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2020년2월)에 의하면, 실제로 유학생(전국)의 아르바이트 월평균 수입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74,000엔, 일본어교육기관의 경우 87,000엔으로 나타나 있어, 재적기관 및
커리큘럼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 학생 생활비의 그 중에는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에 가면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으니 괜찮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에 유학을 와서, 유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간단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라고 하여,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악용한 범죄에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을 연루시키려는 같은 국적의 재외 동포와 관련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SNS를 통한
아르바이트 검색 등에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시에는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과신하지 말고, 현실적인 유학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일/장소
1.유흥업이나 성풍속 특수영업의 일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바레, 카페, 나이트클럽, 댄스클럽, 손님을 접대하며 손님에게 마시고 먹게 하는 바,
파친코, 마작, 게임기설치업, 개인 룸이 붙어 있는 목욕탕업, 스트립쇼, 엿보기 극장, 모텔,
러브호텔, 성인용품점, 음란서적 가게, 개인 룸 마사지, 출장이나 파견 마사지, 도색 비디오
통신 판매업, 인터넷상에서 외설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영업, 전화방, 투쇼트다이얼,
녹음다이얼영업 등.

2. 스낵바, 선술집, 찻집, 레스토랑 등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손님접대를 하는 호스티스 등이 있는 곳
②조명이 어두운 곳(조도 10lx 이하)
③좁고(5㎡ 이하인 손님 자리가 설치된 곳) 다른 곳에서 한눈에 보여지기 힘든 곳
※이러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업을 위한 전단지 등의 광고선전물을
길거리에서 배포하는 행위나 금지 장소(위 1, 2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청소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위와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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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수속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전기, 가스, 수도, 전화라고 하는 라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전화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파트 등 개인이 방을 빌리는 경우, 이러한 것들의 계약도 개별적으로 맺어야만 합니다.
아파트 등의 임대료에는 이러한 라이프라인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빌린 방마다
임대료와는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요금을 체납하면 사용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돗물은 직접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산 전기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배출합니까? (쓰레기와 재활용)
일본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거주지역별로 다릅니다. 쓰레기를 거주지역의 정해진 처리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미리 쓰레기를 분리수거(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등)하여, 각 쓰레기
수거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쓰레기 수거 장소(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 배출 시에는 주거지의 시구정촌(市区町
村)이 규정한 처리 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병이 나거나 다쳐서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 표의 전화번호로 통보해
주십시오.
지진에 대해서는 가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피난장소를 확인하는 등 평소에 대비해 주십시오. 또, 혹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시의 비상용품으로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식량(통조림・깡통 따개・레토르프 식품・과자)/음료수/성냥・
라이터/의약품(상비약)/귀중품(통장・도장・현금・건강보험증・체류카드・마이넘버카드
・여권(패스포트)/손전등・휴대라디오・건전지

연락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화재,구조,구급

소방서

119번 (24시간, 전화료 무료)

사건, 사고 등

경찰서

110번 (24시간, 전화료 무료)

일본의 건강보험,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일본에서는 높은 수준의 첨단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매우 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일본인과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기간이 있고 주민등록을 한 사람) 모두가 항상 어떤
형태의 공적(公的)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의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과 회사 등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건강보험 대상인 의료비 및 의약품 구매비 등의 자기부담률은 30%입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주민등록을 완료한 자)은, 일본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여부에 따라 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완료한 시구정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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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란 무엇인가요?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표를 작성한 주민(유학생 등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체류자 포함)에게
부여되는 12자리 번호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장, 세금,
안전관리대책분야의 사무 절차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유학생은 체류카드 교부 후, 거주지를 결정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시구정촌(市区町村)의 공공기관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진행되며,「개인번호(마이넘버)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 통지서」는 거주자 본인에게
마이넘버를 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서류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넘버 통지 후, 해당자 본인이 시구정촌의 공공기관에
신청하면「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라는 사진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가 교부됩니다. 이 카드로 마이넘버 확인 및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넘버는 원칙적으로 한번 교부받으면 계속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귀국하고 나서 수년 후 다시 일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번호를
교부받습니다. 마이넘버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다른 사람의 마이넘버를 수집,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의거하여, 장학금 관련 처리, 아르바이트 급여 및 세금 처리, 은행 해외 송금 등의 절차에는
사무담당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바로 개인정보 콜센터에 연락하여, 마이넘버 이용을
일시정지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시구정촌의 공공기관에서 재발행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학 및 취업 등에 따른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기관에 전출/전입신고서와 함께
「마이넘버카드」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카드」도 주소변경 신청이 필요함)「마이넘버카드」
에는 유효기한이 있으므로(유학생의 경우 체류기한과 동일함),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반드시「마이넘버카드」 갱신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 https://www.kojinbango-card.go.jp>

유학 중에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체류기간의 갱신, 일시 귀국을
위한 재입국 허가,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격 외 활동허가의 절차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①체류기간의 갱신
학교 재학 중, 체류자격의 유효기한(체류기간)이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성적과 출석 상황, 일본에서의 체류 상황입니다.
특히 출석상황이 불량한 경우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자격 외 활동)를 한 경우, 체류기간
갱신 수속을 밟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했을 경우(불법체류), 법령위반에 따라 엄격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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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시귀국을 위한 재입국허가
유학 중에 모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 간주」 제도에 따라 「체류카드」
를 소지한 사람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출국 시 재입국허가 간주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체류카드를 제시하고
재입국 출입국기록(ED카드)의 ‘1.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입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재입국허가 간주에 의해 출국한 자는 그 유효기간(1년간)을 해외에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1년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십시오. 또,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그 체류기간까지 재입국하여, 체류기한까지
체류기간 갱신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류카드 발행 공항 이외의 곳에서 상륙허가를 받고 아직 체류카드의 교부를 받지 않은 때에는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여권을 가지고 「재입국허가 간주」에 의한 출국이
가능합니다.
③아르바이트를 위한 자격 외 활동허가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법을
위반하여 일한 불법취업이 되어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유학’ 체류 자격으로 새롭게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 상륙항(체류카드 발행 공항에 한함)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유학생으로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법률상의 규정이나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닌 것이 일본에서는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학생이 최소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①학교의 출석에 관해
학교가 지정한 수업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낮은 경우,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및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받을 수 없는 경우가있습니다.
②불법취업에 관해
유학생이 일본에 온 목적은 공부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 허가받은 사람이 그
허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나 허가범위를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불법취업이라고 하여 위법활동이 되고 맙니다. 법률에서는, 유학생이 자격 외 활동허가에서
인정받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경우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따라 처벌(징역, 금고 혹은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이 되어 귀국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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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불법잔류에 관해
불법취업과 더불어 유학생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체류기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하루라도 체류기한을 넘기게 되면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강제송환)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학교 졸업 후에는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갱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의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인의도가 판단된 경우는 퇴거강제(강제송환) 처분 대상이 되어, 일정기간
일본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거나 이후의 입국에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잔류가 되는 경우
・진학 후 또는 재학중에 재류 만료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갱신수속을 밟지 않은 (잊은)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한 이내의 경우에도「유학」활동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일본에 유학한 때에는 체류 기한 을 확실히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④기타
・전학을 한 경우, 또는퇴학/졸업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소속(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체류카드를 휴대하십시오.
・「체류카드」나「마이넘버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마십시오.「마이넘버카드」를
타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체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 신청을
하십시오.
・「마이넘버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거주지역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연락하여
재발급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마이넘버카드」에는 유효기한(체류기한과 동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시구정촌(市区町村) 담당 창구에서 유효기한 연장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⑤생활 습관이나 법률 차이에 의한 것
귀하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라도, 일본에서는 해서는 안 되거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극히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나 그 밖에 방치된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증, 국민건강보험증, 체류카드 등은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성방가 등 늦은 밤에 이웃에게 폐가 되는 행동은 삼가 주세요.
・일본의 경우, 음주와 흡연은 2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공공교통기관(전철, 버스)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는 삼가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관련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 큰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입국이 가능해질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일본 유학에 대해서는 아래 리스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정보 제공'의 각
HP로부터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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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정보 제공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후생노동성 HP)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대 방지에 관한 상륙거부 등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HP)
https://www.moj.go.jp/isa/hisho06_00099.html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유학생 및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출입국재류관리청 HP)
https://www.moj.go.jp/isa/nyuukokukanri01_00157.html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정보(문부과학성 HP)
https://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1405561_00006.htm

◆ 외국인상담
(도쿄도 거주 외국인을 위한 입국관계, 혼인・국적, 직업 등 일상생활의 여러 상담을 합니다)
상담언어

상담일(축일제외)

영 어

월요일~금요일

중국어

화・금요일

한국어

수요일

상담시간

전화

+81-3-5320-7744
(일본 국내의 경우 03-5320-7744)

+81-3-5320-7766
(일본 국내의 경우 03-5320-7766)

+81-3-5320-7700
(일본 국내의 경우 03-5320-7700)

생활문화스포츠국 도민생활부 지역활동추진과
163-8001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도청제1본청사 3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지원센터(FRESC)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fresc01.html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여러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를 참조해 주세요)
160-0004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타워 13층
전화: +81-3-5363-3013 (일본 국내 나비다이얼: 0570-011000)

일본의 각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문부과학성(교육행정기관)

https://www.mext.go.jp/

●외무성(외교행정기관)

https://www.mofa.go.jp/mofaj/

●법무성(법무행정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성 산하기관, 출입국재류관리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일본유학시험・일본유학장학금)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유학생주택종합보상 등)

https://www.moj.go.jp/
https://www.moj.go.jp/isa/index.html

●공익재단법인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재단법인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일본어교육기관)

https://www.kanken.or.jp/bjt/

●공익사단법인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도쿄도의 전문학교)

https://tsk.or.jp/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일본전국의 전문학교)

https://zensenkaku.gr.jp/zensen_index.cgi

https://www.jasso.go.jp/
https://info.jees-.jlpt.jp/
http://jees.or.jp

https://www.nisshinkyo.org/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 등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 ・책자 'Life in Tokyo: Your Guide'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chiiki_tabunka/tabunka/tabunkasuishin/0000000945.html
●도쿄도 다문화 공생 포털 사이트
https://tabunka.tokyo-tsunagari.or.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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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105-0003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 1-18-14 우다가와 빌딩 2층
전화번호 03 (6550) 9774 FAX 03 (6550) 9773

일본유학생활의 예비지식 2022
도쿄도/유학생의 위법활동방지를 위한 연락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