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국비유학생(학부, 전수) 제2차 선고결과 안내 

2019년도 일본정부초청국비유학생 제2차 선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단, 이번 결정자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채용 통지를 받아야 

장학금이 지급되게 되므로 이 점 주의 바랍니다. 결정은 내년 1월말정도 예정입니다. 

 학부유학생의 예비교육기관 전수학교유학생의 예비교육기관 및 배치기관, 전공분야 등은 최종 채용 
결정이 되는대로 비자 취득 안내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교육기간 중에는 일본어 학습에 전념해야 하며 일본어 능력에 따라 예비교육에서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출국일 전에 일본어 학습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에 대하여 사퇴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퇴사유를 작성하여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유서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원본(서명 또는 도장)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조속히 보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의 사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격자에게는 각자의 개인 이메일로, 향후 수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12월 24일(월)까지 유학의지에 대한 확인 답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회신해야만 합니다(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선고 결과에 대하여 
제2차선고 결과의 합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합격자는 반드시 해당 전공 분야를 확인 바랍니다. 

<2019년도 학부유학생(문과/이과) 제2차 합격자 안내> 

수험번호 계열 분야명 결과 

2019GB-108 文科系 A 法学 제 2 차 합격 

2019GB-111 文科系 A その他(国際関係学) 제 2 차 합격 

2019GB-115 文科系 A その他(社会心理学) 제 2 차 합격 

2019GB-119 文科系 A 法学 제 2 차 합격 

2019GB-124 文科系 A 社会学 제 2 차 합격 

2019GB-125 文科系 A 文学 제 2 차 합격 

2019GB-132 文科系 B 経営学 제 2 차 합격 

2019GB-134 文科系 B 経済学 제 2 차 합격 

2019GB-141 文科系 B 経営学 제 2 차 합격 

2019GB-143 文科系 B 経済学 제 2 차 합격 

2019GB-504 理科系 C 医学 제 2 차 합격 

2019GB-506 理科系 C 医学 제 2 차 합격 



 

<2019년도 전수학교 유학생 제2차 합격자 안내> 
 

 

수험번호 

희망 전공분야 
제 2 차합격 

결과 전공분야 
 희망학과 

제 1 희망 제 2 희망 

2019SS-111 Ａ．工業関係 その他(航空整備科) その他(航空技術科) 제2차 합격 

2019SS-115 Ｄ．商業実務関係 旅行 経営 제2차 합격 

2019SS-117 Ｆ．文化・教養関係 映画・映像 写真 제2차 합격 

2019SS-136 Ｃ．教育・社会福祉関係 その他(心理学) その他(靑少年心理相談学) 제2차 합격 

 
 
 

<서류 제출처 및 연락처>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생 담당 조규호 앞 
주소: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전화: 02-765-3011(내 144, 145), 팩스: 02-742-4629 
이메일: kyuho.cho@so.mofa.go.jp 

mailto:kyuho.cho@so.mofa.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