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수학교유학생) *면접순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날자 집합시간 순번 면접 예정
소요시
간

수험번호

13:40 1 14:00 14:20 0:20 21SS-001
14:00 2 14:20 14:40 0:20 21SS-002
14:20 3 14:40 15:00 0:20 21SS-003
14:40 4 15:00 15:20 0:20 21SS-004
15:00 5 15:20 15:40 0:20 21SS-005
15:20 6 15:40 16:00 0:20 21SS-006
15:40 휴식 16:00 16:20 0:20 휴식
16:00 7 16:20 16:40 0:20 21SS-007
16:20 8 16:40 17:00 0:20 21SS-008
16:40 9 17:00 17:20 0:20 21SS-009
17:00 10 17:20 17:40 0:20 21SS-010
17:20 11 17:40 18:00 0:20 21SS-011

        2021년도 면접 선고 일정 및 면접대상자 안내

1. 제출 서류: 면접 대상자가 직접 본원에 제출.

 ① 서류 제출 마감 : 9. 11(금) 14시 이전까지 yuhak@so.mofa.go.jp 로 제출.
 ② 제출 서류 및 방법 :
   A. 제출 서류 :
     가) ㉺ 전수학교유학생 면접대상자 엑셀 파일(*주1)

     나) ⑦ 건강진단서
   B. 제출 방법 : ㉺는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마감일 이전까지 담당자 전자메일

                  yuhak@so.mofa.go.jp 로 제출. ⑦ 건강진단서는 면접 집합시간까지 지참할 것.

(*주 1) 면접대상자 안내 후, 본관에 등록된 본인의 이메일로 면접자용 파일 양식과 면접 주의사항 등을 발송 예정. 홈페이지 발표 후 1영업일 이후

까지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 바람.

(*주 2) 신청시 국내 대학을 제외한 최종학력 졸업(수료)예정자 중,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10알 말일까지 그 증명서류를 제

출할 것.

2.  면접시험:

 ① 시험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②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흑색 볼펜) 등
 ③ 결과 안내 : 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1차선고 합격자 발표 예정

*본 내용을 당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꼭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

니다.

<면접 장소>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일본문화원 3층(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
* 문의 전화: 02-765-3011(내선 145 or 144), 이메일: yuhak@so.mofa.go.jp

2021년도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 면접 일정표

전수학교

9/19(토)

 * 상기 면접 순서와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대기 인원 최소화를 위해, 면접 집합시간 정각에 3층 대기실 도착할 것.
  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에는 도서실에서 대기할 것.
 * 만일, "코로나19"유행 확대 등,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 예정.
  또한, 면접 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에 대한 질문표 제출 및 본 관 입장시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