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환학생 모집
상경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일본 소카대학교/카나가와대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 선발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일정변경) 및 파견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선발인원 : 소카대학교 2명(예상) / 카나가와대학교 3명(예상)
2. 파견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1월
3. 지원자격 : ① 본교에서 2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상경대 학생
(휴학생 응시 가능/4학년 학생은 2021년 9월 시점에서 1학기 이상 수학가능자)
② 全 학년 평점 3.0 이상인 자
③ 일본어능력시험 N4 (또는 JPT 500점)이상 자격증 소지자
*2020년 일본어 능력 시험 중지로 인해 이번 모집에 한하여
상경대학 과목인 ‘외국어특강(2)’/‘외국어회화(2)’/‘일본어자격시험대책(1)’ 중
B+이상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함.

4. 선발방법 : 면접 및 일본어시험(필기, 청해, 일본어작문)
2021.2.19.(금) 13시~16시 (E동 214호) *추후 개별 안내예정
5. 지원서류 : ① 교환학생 신청서(양식1)
② 학과장 추천서(양식2)
③ 학부모(보증인) 동의서(양식3)
④ 수학계획서(한국어) 및 자기소개서(일본어) (양식4/각 1부)
⑤ 재학증명서(한글과 영문/각 1부/2020년 2학기까지)
⑥ 성적증명서(한글과 영문/각 1부/2020년 2학기까지)
⑦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및 성적표(JPT성적표) 사본 1통

ˆ 여권 사본
6. 모집기한 : 2021.1.22.(금) ~ 2021.2.16.(화) 17시 마감
7. 제 출 처 : 글로벌경영전공 사무실(E209호)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마감시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학교 개요
대학명

創価 소카대학교

神奈川 카나가와대학교

소재지

토쿄도 하치오지시
(東京都 八王子市）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히라츠카시 등
3개의 캠퍼스가 있음.（横浜市、平塚市）

東京역으로
부터의 거리

약 50km
약 2시간

약 33km
약 1시간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힘.
도시의 특징

시내에 21개의 대학이 있는 학원도시

카마쿠라, 하코네, 차이나타운 등 유명한 관
광지 많음.

홈페이지

학부 수

www.soka.ac.jp
8개 학부(경제, 경영, 법학, 이공학부,
국제 교양학, 교육, 문학, 간호 학부)

학생 수

약 7,400명

국제 교류

62개국 225개 학교와 자매교류

유학생 수

1년에 1000명 정도의 유학생을 수요

www.kanagawa-u.ac.jp
8개 학부(경제, 경영, 법학, 공학, 외국어,
국제일본학, 인간과학, 이학부)
약 18,000명

42개국 165개 학교와 자매교류

슈퍼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됨.

장학금(1개월)
생활비(1개월)

기숙사 비용

5만엔 지급
5만엔～6만엔 정도 필요

5만엔 지급
5만엔～6만엔 정도 필요

무료

한 달 5만엔 정도

대학교 내에 소재, 학교 외에도 있음.

본교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음.

일본어 교육기관이 없어 카나가와 대학에
일본어교육기관

일본어·일본문화교육센터가 있음.

서는 N2정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
필요한 어학수준

일본어 수준에 맞춰서

유학생을 위한 일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함.

5개 클래스가 있음.

(실제 N3정도의 학생도 가능함.)

학부 수업을

N2의 경우 일부 학부 수업 이수 가능함.

이수할 수 있는지

N1의 경우 대부분 학부의 수업 이수 가능함.

*소카대학교의 장학금은 상기 이외에 일본국의 유학생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부터 추첨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한달에 8만엔씩 지급될 수도 있음. 그 경우 받은 5만엔은 갚고 새로 8만엔을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