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유학생의 장학금 

【장학금 단가(월액)】 

구분 월액단가 지역가산(월액) 

학부유학생 

117,000엔 

수학연구하는 지역에 따라, 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고등전문학교유학생 

전수학교유학생 

일한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학부 1년코스) 

일한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석박사 과정) 및 
연구유학생 

교원연수유학생 등 

비정규생 143,000엔 

석사과정 144,000엔 

박사과정 145,000엔 

영리더프로그램유학생 242,000엔 

*단, 장학금 단가는, 매년 예산 및 경제상황 등에 의해 변동 가능.

1.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초청 장학금의 종류

1)일한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사박사학위 과정)  *구「연구유학생(이과계 분야)」

전문교육: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생 및 석박사과정 전문분야를 전공 

자    격: 대학(학부)졸업자 및 일본 입국 전까지 확실히 졸업 가능한 자 중, 이공계 대학원 진학 희망자 등(모집요강을 참조) 

연령제한: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이공계 분야(모집요강 참조). 일본 대학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전통예능, 공장 등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 등의 

실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또한, 대학에 있어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 

기    간: 일본어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내(10월 일본 입국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또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연장 신청도 가능) 

도일시기: 4월 또는10월(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 항공권 등 

신    청: 각 출신 대학교(단, 해외 대학 출신자 등은 개별 접수 가능) → 대사관 

모집시기: 4월말 모집개시. 6-7월 대사관 선고. 12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영어, 일본어, 2차: 면접 등 

2)연구유학생(석사박사학위 과정. 상기 1)이외의 분야 *문과계, 의치약학 기타 분야 

전문교육: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생 및 석박사과정 전문분야를 전공 

자    격: 대학(학부)졸업자 및 일본 입국 전까지 확실히 졸업 가능한 자 등(모집요강을 참조) 

연령제한: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1)의 이공계 분야를 제외한 분야 등(모집요강 참조). 

기    간: 일본어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내(10월 일본 입국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또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연장 신청도 가능) 

도일시기: 4월 또는10월(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 항공권 등 

신    청: 각 출신 대학교(단, 해외 대학 출신자 등은 개별 접수 가능) → 대사관 



모집시기: 4월말 모집개시. 6-7월 대사관 선고. 12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영어, 일본어, 2차: 면접 등 

 

3)교원연수유학생 

전문교육: 교원양성학부에서 특별연수 

자    격: 대학(학부)졸업, 자국의 초・중등교육기관의 현직 교원 등으로 5년 이상 현직 경험이 있는 자(현직 대학교원은 

대상 외) 

연령제한: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교육에 관련하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대학・연수코스만 

기    간: 일본어 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내(연장 불가) 

도일시기: 10월(일부는 9월. 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신    청: 각 재직 학교 → 시도교육청 → 국립국제교육원 → 대사관 

모집시기: 11월말 모집개시. 익년 1-2월 대사관 선고. 7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영어, 일본어, 2차: 면접 등 

 

4) 일한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학부 1년코스)  *구「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전문교육: 일본어・일본문화의 특별연수 

자    격: 대학(학부)에 일본어・일본문화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대학에 있어서  

일본어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연령제한: 채용 시 만18세- 30세 미만인 자 

모집대상: 일본어・일본문화관련 학과 2, 3, 4학년에 재학하는 자 

기    간: 1년(연장 불가) 

도일시기: 10월(일부는 9월. 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신    청: 각 재적중인 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관련 학과 → 대사관 

모집시기: 11월말 모집개시. 익년 1-2월 대사관 선고. 7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일본어, 2차: 면접 등 

 

5) 전수학교유학생 

전문교육: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학습 

자    격: 고등학교 졸업 및 일본 입국 전까지 확실히 졸업 가능한 자 등 

연령제한: 채용 시 만17세 - 2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공업(건축, 전자, 정보 등), 위생(영양, 요리 등), 교육, 상업(경영, 관광, 호텔 등), 복장, 문화(음악, 에니메이션, 

디자인, 통역 등), 기타 

기    간: 일본어교육 1년을 포함하여 3년 

도일시기:  4월(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신    청: 각 재학 또는 졸업한 고등학교 등 → 대사관 

모집시기:  4월말 모집개시. 6-8월 대사관 선고. 익년 1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영어, 일본어, 수학, 2차: 면접 등 

 



6) 학부유학생 

전문교육: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학위과정을 학습 

자    격: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일본 입국 전까지 확실히 졸업 가능한 자 등 

연령제한: 채용 시 만17세 - 2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1)문과계:문과계A: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기타 

문과계B: 경제학, 경영학 

(2)이과계:이과계A: 전자기계, 기계계, 토목건축계, 화학계, 이학계, 기타 

이과계B: 농학, 보건학, 생물학 

이과계C: 의학, 치학 

기    간: 예비교육을 포함하여 5년(단, 이과계 의과, 치과, 수의학과 및 6년제 약학과는 7년 간.  다만, 직접배치의 경우 

예비교육 1년이 제외됨.) 

도일시기: 4월(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기일)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신     청: 각 재학 또는 졸업한 고등학교 등 → 대사관 

모집시기: 4월말 모집개시. 6-8월 대사관 선고. 익년 1월이후 채용자 발표. 

시험과목: 1차:  (1)문과계: 영어, 일본어, 수학, 2차: 면접 등 

   (2)이과계A: 영어, 일본어, 수학, 화학, 물리, 2차: 면접 등 

   (3)이과계B, C: 영어, 일본어, 수학, 화학, 생물, 2차: 면접 등 

 

※주) 각 시험에 관한 문의처 등: 각 분야별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주   소: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전   화: 02-765-3011/3(내선145번) 

- 팩   스: 02-742-4629 

- 메   일: yuhak@so.mof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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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