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2019년도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교원,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선발 

수험번호 안내

1. 시험 일시 및 장소: 2019. 2. 10(일), 13:00 ~ 17:30(각 분야별 시간 참조)

※ 수험생 시험실 입실 완료시간: 13:30까지(13:00 부터 입실 가능) 

<시험장소>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지하철 1호선 동묘역 5번출구, 지하철 2호선, 6호선 신당역 11번출구 도보 5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90 (Tel 070-8685-7600)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찾아가기: www.sdth.hs.kr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구분 
교원연수생 일본어일본문화 

시 간 입실시간 

- 13:00 부터가능 시험장 정리 

13:30~13:55 13:30 까지 응시자 주의사항 전달 

14:00~16:00 
(120 분) 

13:30 까지 일본어 일본어 

16:30~17:30 
(60 분) 

16:25 까지 영어 

※ 시험개시 및 시험 종료시(시험종료 15분전, 5분전 감독관 구두 안내) 

3. 수험번호:

*교원연수생 수험번호 안내

번호 수험번호 시험장 구분 

18 2019KI-001 제1시험장 기타 

44 2019KI-002 제1시험장 기타 

37 2019KI-003 제1시험장 기타 

59 2019KI-004 제1시험장 기타 

46 2019KI-005 제1시험장 기타 

56 2019KI-006 제1시험장 기타 

21 2019KI-007 제1시험장 기타 

34 2019KI-008 제1시험장 기타 

45 2019KI-009 제1시험장 기타 

12 2019KI-010 제1시험장 기타 

39 2019KI-011 제1시험장 영어 

19 2019KI-012 제1시험장 기타 

25 2019KI-013 제1시험장 기타 

36 2019KI-014 제1시험장 일본어 

63 2019KI-015 제1시험장 기타 

51 2019KI-016 제1시험장 기타 

10 2019KI-017 제1시험장 일본어 

53 2019KI-018 제1시험장 기타 

62 2019KI-019 제1시험장 기타 

40 2019KI-020 제1시험장 기타 

9 2019KI-021 제1시험장 기타 

27 2019KI-022 제1시험장 기타 

60 2019KI-023 제1시험장 기타 

57 2019KI-024 제1시험장 영어 

11 2019KI-025 제1시험장 기타 

번호 수험번호 시험장 구분 

32 2019KI-026 제2시험장 기타 

43 2019KI-027 제2시험장 기타 

8 2019KI-028 제2시험장 기타 

23 2019KI-029 제2시험장 기타 

5 2019KI-030 제2시험장 일본어 

42 2019KI-031 제2시험장 기타 

49 2019KI-032 제2시험장 기타 

2 2019KI-033 제2시험장 기타 

28 2019KI-034 제2시험장 기타 

13 2019KI-035 제2시험장 기타 

14 2019KI-036 제2시험장 기타 

52 2019KI-037 제주시험장 기타 

30 2019KI-038 제2시험장 기타 

35 2019KI-039 제2시험장 기타 

47 2019KI-040 제2시험장 기타 

54 2019KI-041 제2시험장 기타 

22 2019KI-042 제2시험장 기타 

24 2019KI-043 제2시험장 기타 

4 2019KI-044 제2시험장 기타 

26 2019KI-045 제2시험장 기타 

31 2019KI-046 제2시험장 기타 

16 2019KI-047 제2시험장 영어 

29 2019KI-048 제2시험장 기타 

58 2019KI-049 제2시험장 영어 

50 2019KI-050 제2시험장 기타 

http://www.sdth.hs.kr/


*교원연수생 수험번호 안내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수험번호 안내 

번호 수험번호 시험장 구분 

61 2019KI-051 제2시험장 기타 

41 2019KI-052 제3시험장 기타 

20 2019KI-053 제3시험장 기타 

38 2019KI-054 제3시험장 영어 

7 2019KI-055 제3시험장 기타 

6 2019KI-056 제3시험장 기타 

3 2019KI-057 제3시험장 기타 

15 2019KI-058 제3시험장 영어 

48 2019KI-059 제3시험장 기타 

33 2019KI-060 제3시험장 기타 

1 2019KI-061 제3시험장 기타 

17 2019KI-062 제3시험장 기타 

55 2019KI-063 제3시험장 기타 

 

*교원연수생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각 
수험번호 및 시험에 대해 공지가 됩니다. 제주시험장 
응시자의 경우 제주총영사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의 경우 추천기관 학과로, 접수번호 
및 시험에 관한 안내메일을 이미 발송했으니 추천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수험표 원본은 각 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준비물: 필기도구(흑색볼펜 등)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문원증만 가능)을 반드시 지참. 

번호 수험번호 시험장 기타 

2019일연-001 2019NKs-001 제3시험장  

2019일연-031 2019NKs-002 제3시험장  

2019일연-022 2019NKs-003 제3시험장  

2019일연-010 2019NKs-004 제3시험장  

2019일연-014 2019NKs-005 제3시험장  

2019일연-028 2019NKs-006 제3시험장  

2019일연-023 2019NKs-007 제3시험장  

2019일연-002 2019NKs-008 제3시험장  

2019일연-019 2019NKs-009 제3시험장  

2019일연-007 2019NKs-010 제3시험장  

2019일연-021 2019NKs-011 제4시험장  

2019일연-009 2019NKs-012 제4시험장  

2019일연-030 2019NKs-013 제4시험장  

2019일연-006 2019NKs-014 제4시험장  

2019일연-016 2019NKs-015 제4시험장  

2019일연-005 2019NKs-016 제4시험장  

2019일연-025 2019NKs-017 제4시험장  

2019일연-017 2019NKs-018 제4시험장  

2019일연-020 2019NKs-019 제4시험장  

2019일연-012 2019NKs-020 제4시험장  

2019일연-003 2019NKs-021 제4시험장  

2019일연-024 2019NKs-022 제4시험장  

2019일연-011 2019NKs-023 제4시험장  

2019일연-004 2019NKs-024 제4시험장  

2019일연-018 2019NKs-025 제4시험장  

2019일연-008 2019NKs-026 제4시험장  

2019일연-027 2019NKs-027 제4시험장  

2019일연-015 2019NKs-028 제4시험장  

2019일연-029 2019NKs-029 제4시험장  

2019일연-013 2019NKs-030 제4시험장  

2019일연-026 2019NKs-031 제4시험장  
 

 

 

 

【문의 사항】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kr.emb-japan.go.jp 

서류제출: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전화: 02-765-3011, 팩스:02-742-4629, 전자메일: yuhak@so.mofa.go.jp 
- 교원연수생: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index.do) 

mailto:yuhak@so.mofa.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