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관련 정보 사이트
Study in Japan 일본유학 종합가이드 (외무성)
http://www.studyjapan.go.jp/jp/index.html
일본 유학 관련 정보 사이트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
http://www.jasso.go.jp/ryugaku/index.html
홈페이지＞유학생 지원

히로시마의 유학생 지원 기관 (거주·교류 시설)
히로시마시 유학생회관
http://www.i-house-hiroshima.jp/

썬스퀘어 히가시히로시마
http://www.jkk-hiroshima.or.jp/chintai/sunsquare/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STUDY in HIROSHIMA TOGETHER!

Facebook
@hints.sc

LINE
@hiroshima-int

広島で学ぶ︒

Website

히로시마에서 공부하기

이메일：office@int-students-hiroshima.jp
URL：http://www.int-students-hiroshima.jp/

広島を楽しむ︒

팩 스：082-243-2001

히로시마 즐기기

전 화：082-541-3781

広島に住む︒

소재지：우편번호 730-0037 Hiroshima Crystal Plaza 6F，
8-18ㅤNakamachi Naka-ku Hiroshima

히로시마에서 생활하기

(공익재단법인)히로시마 국제센터·히로시마현 유학생 활약지원센터

히로시마에서
생활하기 広 島 に住 む 。
살기 좋은 지역 히로시마

온화한 지역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주고쿠와 시코쿠 지방에서 가장 큰 현(인구, 경제 규모)입니다.

히로시마는 북부에 완만한 주고쿠 산지가 펼쳐져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도시와 비교해 생활비와 임대료가 저렴하고 편리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있고 남부는 온난한 세토나이카이 바다에 면해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지진도 거의 없으며

히로시마의 체류 외국인수·유학생수
체류 외국인수

46,047명

유학생수

47,663명

기후가 온화합니다.

삿포로
1h55m

42,899명
39,842명

3,991명
3,102명

2,833명

생활비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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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히로시마의 평균치(년·월별 수치)’(기상청)

히로시 마에 거주하는 유학 생 의 목소 리

￥123,000

1h20m

출전: 유학생수/히로시마현 유학생 활약 지원 센터, 체류 외국인수/입국관리국

강수량/㎜

강수량

￥141,000

￥136,000

센다이

평균 기온

30

￥154,000

주거비

2014년

기온/℃

5

유학생의 1개월 생활비

3,452명

히로시마시의 기온·강수량의 평균치 （1981년～2010년）

히로시마는 지진이나 태풍, 해일도 적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가가
싼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는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도쿄
하네다

오사카
시마네 현

후쿠오카

오카야마 현

히로시마 현

￥32,000

나리타

현재 대학 수업으로 미야지마 섬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섬

주고쿠 지방
긴키 지방
(히로시마 포함) (오사카 포함)

정기항공노선 (국제선)
JR신칸센

45m

DANG THI HUYEN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2h13m

안에는 자동차가 달리지만 크락션을 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사슴도 많은데, 사람과 사슴이
친구처럼 사이 좋게 지내는 점이 좋습니다.

역사와 세계유산의 지역 히로시마
핵무기의 처참함이 남아 있는 ‘원폭 돔’의 2개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평화에

도쿄 역

1h20m 1h36m

나고야 역

교토 역

신오사카 역

하카타 역
1h02m

히로시마 역

전국평균

히로시마에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날까지 전해주는 ‘이쓰쿠시마 신사’와

각 도시 신칸센 이동 시간

1h50m

관동 지방
(도쿄 포함)

출전:‘사비 외국인 유학생 생활 실태 조사(2015년)’(JASSO)

정기항공노선 (국내선)

오키나와

아주머니들이 도와줘셔서 무척 감동했습니다.

1h20m

야마구치 현

인구 : 약283만명
면적 : 약8,500㎢

제가 히로시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아저씨와

￥31,000

￥21,000

1h40m

히로시마 공항

에히메 현

￥35,000

대한 염원이 담겨진 평화기념공원에서는 매년 8월 6일에 평화기념식전이
열립니다.

3h56m

정기항공노선 (국제선)
대 련

2h00m

북 경

4h20m

상 해

2h45m

청 두

7h50m

홍 콩

4h15m

1h40m

타이베이

2h50m

히로시마 공항 발 소요 시간（2018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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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유학가이드

2014년

104만명

2015년

166만명

2016년

201만명

출전: 국적·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수(히로시마현)

서울

싱가포르

히로시마현의 외국인 관광객수

6h15m

연결되어 있는 지역 히로시마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일본의 관광 명소 순위 2017

히로시마는 전철과 버스 등의 교통 네트워크가 잘 정비되어
있고 히로시마 시내는 노면 전철로 편하고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내외의 많은 지역과도 비행기와 신칸센, 전철,
고속버스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쓰쿠시마 신사

원폭 돔

예로부터 섬 그 자체가 신성시되어 왔다고 하는 이쓰쿠시마

세계 평화의 염원이 담긴 ‘히로시마’의 상징. 세계 평화를

섬(미야지마 섬). 그 해상에 신비롭게 서 있는 이쓰쿠시마

호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1996년

신사는 1996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등록이 실현되었습니다.

제3위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원폭 돔)

제4위

이쓰쿠시마 신사(미야지마 섬)

제24위

미센 산(하쓰카이치시 미야지마정）
출전: 트립 어드바이저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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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즐기기
広島を楽 しむ。

히로시마의 ‘역사와 자연’ 즐기기

히로시마의 ‘이벤트’ 즐기기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이 넘습니다. 이쓰쿠시마

히로시마에서는 매년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보러 가는

쇼바라시

신사와 원폭 돔, 히로시마 성 등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내 각지의 명소 및 시설

것만으로도 일본의 문화와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등은 일본 유수의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세토나이카이 바다의 많은 섬 등의

다이샤큐쿄
협곡

아름다운 자연은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러한 곳들은 수 많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촬영지 및 무대로도 선정되고

미요시시

덴구시데
군락

있습니다.

春

비호쿠
구릉 공원
진세키군

봄

아키타카타시

미부의
하나다우에

야마가타군

산단쿄
계곡

후츄시

세라코겐
고원

다이샤큐쿄

협곡

세라군

히가시히로시마시

오노미치시

히로시마시

산단쿄 계곡

사이죠
사카구라
도리

히로시마
하츠카이치시
아키군

오타케시

이쓰쿠시마
신사

쿠레

구라도리

히로시마（슛케

사이죠사카

엔）

오노미치
타케하라시

쿠레시

도카상（히로시마시／6월）
불꽃놀이・축제

夏

미하라 얏사 마쓰리
（미하라시／7월）

현 내 각지의 불꽃놀이

（7월~8월）

여름

후데카게
야마 산
오쿠노시마
섬

秋

세라코겐 고원

도모노
우라

시마나미
카이도

가을

축제

사이죠 사케 마쓰리（히가시히로시마시／10월）
다케하라 쇼케노미치（타케하라시／10월）
에비스 타이사이（히로시마시／11월）
일루미네이션

冬

도요타군

에타지마시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
（히로시마시／5월）

미하라시

타케하라

미부의 하나다우에

후쿠야마시

이벤트・축제

도모노

비호쿠 일루미네이션

겨울

우라

길

히로시마 드리미네이션

（히로시마시／11월～1월）
（쇼바라시／11월~1월）

히로시마 관광 사이트

●히로시마 관광 네비
https://www.hiroshima-kankou.com/
）
토 뮤지엄
쿠레（야마

오노미치

타케하라（거리

히로시마의 ‘문화와 예술’ 즐기기
히로시마에는 미술관, 박물관, 자료관 등의 문화 시설 등이 현 내
각지에 있어 부담 없이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 업

【유학생 대상】문화 시설 등의 우대 사업

히로시마의 ‘스포츠’ 즐기기

굴, 오코노미야키, 레몬. 그 밖에도 세토나이카이
바다의 생선과 면류 등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해수욕과 해상 스포츠, 겨울에는 스키 등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길

제도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는 야구, 축구, 농구 프로 스포츠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발행하고 있습니다.

팀이

校

国・地 域

있습니다.

性

別

発 行 日

氏

전통 예능 '히로시마 가구라'

많은

〈협력 시설 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 내 전역 70개 시설

名

県内文化施設優待カード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있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在籍期間中有効

会員No.
学

Discount Card for Cultural Facilities in Hiroshima

히로시마의 ‘먹거리’ 즐기기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도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있도록 현 내 문화 시설 등의 입장료가 감면(반액・전액)되는 우대 카드를

등도 다수 개최되고

VISIT HIROSHIMA

히로시마의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먹거리’라고 하면

유학생들이 일본과 히로시마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Member’s Card

히로시마 관광 사이트

세토나이카이 바다의 바람을 느끼며 타는 사이클링은 최고이며,

유학생에게는 이용료 할인

콘서트와 극단의 공연

3

도

시마나미카이

풍경）
오쿠노시마 섬

●VISIT HIROSHIMA
http://visithiroshima.net/

프로 야구

히로시마 토요 카프

프로 축구

산프레체 히로시마 F.C

프로 농구

히로시마 드래곤 플라이즈

굴

히로시마의 대표적인 먹거리. 겨울 굴은 최고입니다.

오코노미야키

히로시마를 상징하는 먹거리로 오코노미야키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레몬

히로시마의 레몬 생산량은 일본 최고입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4

‘이문화 교류’ 즐기기
히로시마에는 유학생, 일본인 학생,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즐거운 이벤트가 매우 다양합니다.
HiCIS에서도 다양한 교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유학

사 업

유학생 교류 이벤트

히로시마에서

대사

사 업

공부하는 유
학생들이

히로시마현 내의 유학생은 2017년에 약

‘히 로 시 마 유
학
대 사 ’로 히 로
시마의 매력과
유학 생활 정
보 를 SN S와
웹사이트를 통
해 세계로 발신
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회관 축제
히로시마시 유학생 회관에서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히로시마 유학생
활약 지원 센터
4,000명. 2020년에는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내의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유학

모국을 소개합니다.

기간 동안 교류 활동과 취업 활동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이 HiCIS입니다.
각 대학 등의 지원은 물론 당 센터의

일본 문화 체험

이벤트

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람 있는
사 업

일본 문화 체
험 및 지역 교
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
감상하거나 눈
습니다. 일본
놀이 체험 및
전 통 예 능 ‘노
요리 만들기로
가 쿠 ’를
교류하는 이벤
트입니다.

연간 2회, 히로시마의 관광
명소를 방문해 유학생, 일본인
학생,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는

유학 생활을 보내십시오.

Facebook

이벤트 를 개최하 고 있습니 다.
지역에 대해 배우고 히로시 마

HIR

유학생 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이벤트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노가쿠 감상

프로그램을 통

눈 생활 체험

이 마크는 히로시마현 유학생 활약 지원 센터

유학생에 의한
기 프로젝트
OSHIMA 알리

사 업

주민들과 교류가 가능한

Website

유학생

화 학습과 문
들이 참가해 평

해 배운 HIRO

사 업

히로시마현이 실시하는 ‘히로시마의 독자적인

화 체험, 교류

S에서 널리
SHIMA를 SN

유학생 지원 활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히로시 마에서 공 부하 는 유학 생 의 목소 리

즐기기

캠퍼스 라이프

(HiCIS), 히로시마 국제센터(HIC),

일본의 대학은 모국의 대학과 달리 이수 과목을

히로시마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재미있는 수업을 많이

8:30

소개합니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통학

유 학 생 의

하 루

중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국제적이고
실천적인 훌륭한 학습 환경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충실하고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최고의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쪼우 샤오 허

감상하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 개인실, 단체실과 잡지・

히로시마 수도대학

매일 아침 열심히 동아리

신문 코너, PC 스페이스, 무선 LAN이

활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저도

있어 마음 편히 공부하거나 책을 볼 수

힘이 납니다!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도. 벚꽃과 단풍 등의 경치를

소파도 있어 공부에 지쳤을 때 휴식도

(Li Wumei)

5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사진부 소속

니혼슈와 케이크를 상하이에 있는 일본계
슈퍼에서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HiCIS’의
이벤트에서 저는 그룹 리더를 담당했습니다. 리더의 책임감을 통해 제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클
오래 전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도시락을 싸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지의 풍경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많은 수업이 학생들이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전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식당 등을 이용하고

사진부에 들어왔습니다. 부원들은 모두

교수님 및 다른 학생들로부터 의견 및 조언을 얻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식당은 저렴하고 맛있어

친절하고 주 1회의 부회와 월 1회 정도의

지식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촬영회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
주거：대학 임대 기숙사 약 10,000엔／월

사회인 및 다른 대학 학생들과 히로시마의

18:00

8:45

李午梅

周暁荷

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중국 출신

기업’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부
도서관에서의 공

대학까지는 자전거로 15분

12:00

히로시마대학 교육학연구과

것을 좋아해 3학년 때 ‘글로벌 인재 육성과 지역

16:00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6

히로시마에서
공부하기 広 島 で 学ぶ 。
04 히로시마의 대학・단기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 분야 및 기타 학교

01 히로시마의 장학금
히로시마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히로시마 현 내에는 대학이 21개교(국립 1개교, 공립 4개교, 사립 16개교), 단기대학이 5개교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히로시마의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학문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단기대학 전체 약 62,4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그 중 유학생은 2,300명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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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IS에서는 유학생의 히로시마에서의 취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내 기업에서의 3일~1주일 정도의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에 필요한

인턴십에 참가해 일본 기업을

지식과 스킬을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대상의 세미나입니다.

사 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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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

●위한 기업설명회

●취업 활동 개별 컨설팅
커리어 컨설턴트가 유학생의

기업 정보 및 채용 정보를 설명합니다.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을 정성껏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로

지원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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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단기대학

유학생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 ● ● ● ● ● ● ● ● ● ● ● ● ●

2
●

오노미치 시립대학

●

●

3
●

현립 히로시마대학

●

● ● ●

4
●

히로시마 시립대학

●

● ●

●

5
●

후쿠야마 시립대학

●

● ●

●

6
●

엘리자베스 음악대학ㅤ

●

7
●

긴키대학 공학부

8
●

히지야마대학

9
●

히로시마 경제대학

10
●

히로시마 공업대학

11
●

히로시마 국제대학

12
●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13
●

히로시마 수도대학

● ● ● ● ●

14
●

히로시마 여학원대학

● ●

15
●

히로시마 도시학원대학

●

16
●

히로시마 문화학원대학ㅤ

●

● ●

17
●

히로시마 분쿄여자대학

● ●

● ●

18
●

후쿠야마대학

●

● ●

19
●

후쿠야마 헤세대학

● ●
● ● ●
● ●

●
●

● ●

No.

학교명

전문학교 후쿠야마 국제외국어학원

●

30
P ●
17
31
●

●

32
●

히로시마 YMCA전문학교

33
●

휴먼웰페어 히로시마 전문학교

● ●

●

●

히로시마 상선고등전문학교ㅤ

IGL 의료복지 전문학교

●
●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

28
P ●
16
29
●

●
●

● ●

학교명

일 본 어 학 교

● ●

● ●

● ●

No.

●

● ●
● ●

고 등 전 문 학 교

26
P ●
16
27
●

●

●

● ● ●

22
●

히로시마 문화학원 단기대학

●

●

23
●

히지야마대학 단기대학부

●

●

24
●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자동차 단기대학

25
●

야스다 여자 단기대학ㅤ

●

● ●
●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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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 히로시마 국제비즈니스 컬리지
히로시마 복지전문학교

34
●

후쿠야마 YMCA국제비즈니스 전문학교

35
●

학교법인 야마나카학원ㅤ미하라 국제외국어학원

36
●

아나부키 의료복지 전문학교

37
●

일본 웰니스 스포츠 전문학교 히로시마교

38
●

히로시마 아카데미ㅤ

39
●

미로쿠노사토 국제문화학원 일본어학교

출전: 히로시마현 대학 정보 포털 사이트

히로시마의 기 업에 취업이 결정 된 유학생 의 목 소리
저는 6년의 유학 기간을 통해 무엇에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학 4학년이 되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취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 매우 걱정했지만 다행히 대학의 취업과 선생님은 물론 ‘HiCIS’의 선생님들도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

제조품 출하액은 서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

산요 여자단기대학

첨단산업까지 고도의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산업군이 특징입니다.

7

●

야스다 여자대학

히로시마의 산업은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의 중공업에서부터 전기기계, 전자부품 등의

기업 등의 우량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

21
●

히로시마의 산 업·기 업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넘버원 기업,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

●

●

※2017년 현재 상황

● ●

●

20
●

※상기 외의 대학이 1개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온리원 기업과 전국적 또는

있습니다.

페이지

●취직 활동 실천 세미나

사립대학

●인턴십

유학생이 직업 능력 및 일본어능력 함양을
개 국가 및 지역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히로시마대학

● ●

일본어학교가 12개교 있고 약 1,700명의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6

1
●

● ●

또한, 고등전문학교가 2개교,

페이지

03 취업 지원

예술 계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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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계열

자세한 내용은 대학 등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 계열

고도의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학·위생학 계열

공립대학

※이 밖에도 유학생 대상 장학금이 있습니다.

논문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대학·단기대학명

약학 계열

・월액 3만엔을 30명에게 지급 (1년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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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고등 연수

No.

의학·치의학 계열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장학금

일본 기업 취업에 유리한 ‘비즈니스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분 국립대학

페이지

●비즈니스 일본어 양성 연수

농학 계열

자원봉사자 일본인 선생님과 1대1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학 계열

대 학·단 기 대 학

사 업

학문 분야

이학 계열

●원페어 일본어 학습

사회학·사회복지학 계열

・도일 비용 18만엔을 20명에게 지급
事 業

경제학 계열

・월액 3만엔을 54명에게 지급 (1년간)

법학 계열

02 일본어 학습 지원

교육학·보육학 계열

사 업

문학 계열

●히로시마 국제센터 장학금

주셨습니다. 인턴 채용 기업도 소개해 주고 면접 예절과 자기 PR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모인 합동

자동차 산업
마쓰다주식회사 제공 사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설명회의 참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찍 취업이 결정된 것은 저를 도와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조선업
馬 勇（마 용）ㅤ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감사 드립니다. 히로시마 유학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8

17
●

아사키타구
아사미나미구

28
●

20 ●
25
●

4
●
9
15
●
23
13 ●
8 ●
●
●
16 ●
22 ●
33
●
14
●

사에키구

●

11
●
32 ●
아키군
6
●
1
●
후츄정
나카구 ●
1
3
15 ●
●
31
미나미구

●

24
●
12
●
아키구
37
●

쇼바라시

아키군
가이타정

3
●

미요시시

오카야마 현
진세키군

아키군
사카정

후쿠야마시
19
●

하츠카이치시

야마구치 현

21
●

히가시히로시마시

16
●

오타케시

26 ●
●
11
16
●

에타지마시

미하라시

2
●

타케하라시

36
38 ●
34●
●
5
●
30 ●
29
●

오노미치시

7
●

아키군

3●
35
●

18
●
39
●

11 히로시마 국제대학
●
12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
13 히로시마 수도대학
●
14 히로시마 여학원대학
●
15 히로시마 도시학원대학
●
16 히로시마 문화학원대학ㅤ
●
17 히로시마 분쿄여자대학
●
18 후쿠야마대학
●
19 후쿠야마 헤세대학
●
20 야스다 여자대학
●

히로시마시

히가시히로시마시

후쿠야마시

히가시히로시마시는 히로시마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후쿠야마시는 히로시마현 동부에 위치하며 온화한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20세기 유산 20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중핵시입니다.

투하로 히로시마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많은 인명을

선’에도 선정된 ‘사이죠의 양조 시설군’을 비롯한 수많은

신칸센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후쿠야마 성’, 예로부터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민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문화재가 있는 등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합니다. 시내에는

밀물 항구로 번영해 온 ‘도모노우라’, 전후 부흥의 상징인

국내외의 따뜻한 지원으로 눈부신 부흥을 이뤄 주고쿠 및

4개의 대학이 있고 시험연구기관 등의 지적 자원과

‘장미’ 등 개성 넘치는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시코쿠 지역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산업이 집적되어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온리원, 넘버원 기업이 다수

히로시마시는 핵무기의 전폐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

유학생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JR

소재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제조업’ 도시입니다. 시

실현을 향해 전세계를 견인하는 ‘국제평화문화 도시’를

사이죠역 부근의 선스퀘어 히가시히로시마에는 유학생

자치제도 시행 10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시내의

지향하며 마을이 붐비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대상의 저렴한 주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미 100만 그루를 달성했습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문화와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후쿠야마 장미 축제’는 시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

있습니다.

최대의 축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내용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의 생활 상담 코너’
ㅤ의 설치 및‘통역·상담원’배치
○히로시마시 재해 통역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
○‘외국인 시민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배포
http://www.city.hiroshima.lg.jp/

9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내용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 창구 설치
○사비 유학생 대상의 장학금 지급, 주거비 조성 사업
○일본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국제 교류 이벤트 개최
○일본어 교실 개설
http://www.city.higashihiroshima.lg.jp/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내용
○외국인 시민 상담 창구 설치와 통역·상담원 배치
○다국어 정보지 발행
○일본어 학습 지원 사업 실시
http://www.city.fukuyama.hiroshima.jp/

유학생 지원 내용

유학생 지원 내용
○수업료 감면 제도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대학 기숙사 등의 제공
○국제 교류 이벤트 개최
○신입 유학생 서포터 배치

총학생수ㅤ

1,457

유학생수

31

특징 소개

○수업료 감면 제도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대학 기숙사 등의 제공
○국제 교류 이벤트 개최
○신입 유학생 서포터 배치

오노미치 시립대학은 '지와 미의 탐구와 창조'라는 이념으로 학생들에게 널리 학문과
예술을 배우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교원과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거리가 좁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즐겁게 면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유학생은 전문 지식은 물론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검정료, 입학금, 수업료 등이 본 학교 소정 금액의 2분의 1로
감면됩니다.
공식 웹 사이트

余ㅤ盼盼（YU PANPAN）

閔ㅤ丹亮（MIN DANLIANG）

문학연구과 국적:중국

예술문화학부 국적:중국

저는 3년 전에 히로시마 대학 단기 교환 유학(HUSA) 프로그램으로
히로시마 대학에 왔고, 지금은 정규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로 시마 대학 에서는 다양 한 국제 교류 행사가 열려 다채로운
이문화에 둘러싸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학생들은
축제와 홈스테이 등의 이벤트를 통해 일본의 전통 문화와 가정
생활을 경험하며 '일본어·일본 사정' 및 '인턴십' 등의 수업으로
일본의 사회와 조직에 대한 지식을 체득합니다.

항구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늑한 자연에 둘러싸인 대학입니다. 소수
인원의 수업으로 전통문화, 생활 습관,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실과 튜터 교원에게 생활 및 학습의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세미나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류회 및 장학금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노미치 시립대학에서 제 유학
생활이 화려하게 빛나 일본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립 히로시마대학

3

공립대학

4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쇼바라시, 미하라시

히로시마 시립대학
공립대학

［학ㅤ부］●국제학부

［학ㅤ부］●인간문화학부(히로시마)
●경영정보학부(히로시마)
●생명환경학부(쇼바라)
●보건복지학부(미하라)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정보과학부 ●예술학부

［대학원］●국제학연구과
●예술학연구과

●정보과학연구과

［대학원］●종합학술 연구과

·인간문화학 전공(히로시마)
·정보 매니지먼트 전공(히로시마)
·생명 시스템 과학 전공(쇼바라)
·보건복지학 전공(미하라)
●경영관리

유학생 지원 내용

연구과(히로시마)

※조산학 전공과(미하라)(1년제) 설치

유학생수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일본문화연구과

http://www.onomichi-u.ac.jp/

총학생수ㅤ

히로시마시는 오타가와 강 하류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예술문화학부

jimukyok@onomichi-u.ac.jp（국제 센터）

27
●

31 히로시마 복지전문학교
●
32 히로시마 YMCA전문학교
●
33 휴먼웰페어 히로시마 전문학교
●
34 후쿠야마 YMCA국제비즈니스 전문학교
●
35 학교법인 야마나카학원ㅤ미하라 국제외국어학원
●
36 아나부키 의료복지 전문학교
●
37 일본 웰니스 스포츠 전문학교 히로시마교
●
38 히로시마 아카데미ㅤ
●
39 미로쿠노사토 국제문화학원 일본어학교
●

［학ㅤ부］●경제정보학부

오노미치시

http://www.hiroshima-u.ac.jp/

도요타군

21 산요 여자단기대학
●
22 히로시마 문화학원 단기대학
●
23 히지야마대학 단기대학부
●
24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자동차 단기대학
●
25 야스다 여자 단기대학
●
26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
●
27 히로시마 상선고등전문학교ㅤㅤ
●
28 IGL 의료복지 전문학교
●
29 전문학교 히로시마 국제비즈니스 컬리지
●
30 전문학교 후쿠야마 국제외국어학원
●

공립대학

inquiry@office.hiroshima-u.ac.jp

11
●

쿠레시

1,443

오노미치 시립대학

［대학원］●경제정보연구과
●미술연구과

현 내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11개 학부와 11개 연구과가 있으며 문과계, 이공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대학입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충실한 연구 시설,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첨단 연구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맞춘 세심한 학습
지원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도달 목표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독자적인 학부 교육
시스템 등의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
지원 사업에 채택되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히로시마의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일본어학교 지도
1 히로시마대학
●
2 오노미치 시립대학
●
3 현립 히로시마대학
●
4 히로시마 시립대학
●
5 후쿠야마 시립대학
●
6 엘리자베스 음악대학ㅤ
●
7 긴키대학 공학부
●
8 히지야마대학
●
9 히로시마 경제대학
●
10 히로시마 공업대학
●

15,424

특징 소개

후츄시

1
●

［대학원］●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육학연구과 ●사회과학연구과
●이학연구과 ●첨단물질과학연구과
●의치약보건학연구과 ●공학연구과
●생물권과학연구과 ●국제협력연구과
●법무연구과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2

히가시히로시마시,
히로시마시 미나미구·나카구

［학ㅤ부］●종합과학부 ●문학부 ●교육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이학부
●의학부 ●치학부 ●약학부 ●공학부
●생물생산학부

유학생수

세라군

히로시마시

국립대학

총학생수ㅤ

아키타카타시

야마가타군

히로시마대학

1

아키구

16
●

히로시마만

〈현 내의 고등 교육 기관〉（2017년 5월 1일 현재）

히가시구

니시구
10
●

돗토리 현

시마네 현

2,736
58

특징 소개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유학생 기숙사(쇼바라 캠퍼스)
○유학생 주택 보증 제도
○일본인 학생에 의한 서포트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역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학 4년 간의 학사 과정 교육을 통해 실시하는‘전학년 공통 교육 과목’설치와
함께 동 과목과의 연계를 도모하며‘전문교육과목’을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균
형잡힌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도입 교육에서부터 졸업 논문 지도에 이르기까지 소수
인원제의 정성어린 교육을 전개해 나갑니다.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유학생수

2,010
89

특징 소개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장학금 제도 소개
○국제 학생 기숙사（2018년 4월）
○유학생 지원 서클 활동

국제적인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외국인 특별 선발 제도를 마련해 해외
유학생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유치한 유학생의
학습과 일본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어 및 일본 사정을 배우는 과목을
강화함과 함께 장학금 소개 등의 방법으로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공식 웹 사이트

puh-ie-s@pu-hiroshima.ac.jp（국제교류센터）

iepc@office.hiroshima-cu.ac.jp（국제 교류 추진 센터）

http://www.pu-hiroshima.ac.jp/

http://www.hiroshima-cu.ac.jp/

KIM SUNG HWA

DURÓ ÁGOTA

인간문화학부ㅤ국적:한국

국제학연구과ㅤ 국적:헝가리

유학생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고, 교직원분들도 유학생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캠퍼스는 깔끔하고 특히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 학교 제도나 생활 에 관 한 것 도 알 기 쉽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처음 적응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캠퍼스 이고 수업도 딱딱하지 않고 다들 토론 등을
하 는 분 위기가 많 습니다 . 여러 언어나 문화 를 공부 하고 싶은
저에게는 흥미로운 수업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저는 히로시마 시립대학의 하기 집중 강좌(H&P)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히로시마와 평화, 원자폭탄 투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히로시마 시립대학
국제학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참혹한 결과는 인류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원히 잊으면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인으로서 현재의 연구로 히로시마시가 지향하고 있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실현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10

〈현 내의 고등 교육 기관〉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5

후쿠야마 시립대학
공립대학

6

후쿠야마시

［학ㅤ부］●교육학부 ●도시 경영 학부
［대학원］●교육학 연구과 ●도시경영학 연구과

엘리자베스 음악대학ㅤ
사립대학

히로시마시 나카구

9

히로시마 경제대학
사립대학

10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사립대학

히로시마시 사에키구

［학ㅤ부］●공학부 ●정보학부
●생명학부

［학ㅤ부］●경제학부
·경제학과
·경영학과
·비즈니스 정보학과
·미디어 비즈니스학과
·스포츠 경영학과

［학ㅤ부］●음악학부
［대학원］●음악연구과

히로시마 공업대학
●환경학부

［대학원］●공학계연구과

［대학원］●경제학연구과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유학생 지도 교원 배치
○유학생 대상의 장학금 소개
○취업 활동 지원
○해외 대학생과의 교류회
○해외 유학 지원

1,084

유학생수

4

특징 소개

후쿠야마 시립대학은 '세토우치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로
연결되는 대학을 지향하며, 글로벌 시대의 사회를 이끌 넓은 시야와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대학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학년 약 250명의 소규모 대학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취업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280

유학생수

16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주거 소개, 계약 지원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 지원

특징 소개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수업료 감면 제도: 입시 종별 및
ㅤ성적으로 100～30％를 감면
○대학의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있음
○유학생 대상 취업 설명회
○이문화 연수 여행 실시／연 2회

2,862

유학생수

70

특징 소개

엘리자베스 음악대학은‘교양, 실력, 자애를 겸비한 음악가 육성’이라는 교 육 이 념 하 에
모든 것 을 창 조적으로 올 바르게 생 각하고 실천력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60 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우
섬세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주고쿠, 시코쿠, 규슈에서 유일한 학부에서부터
박사 후기 과정까지 설치된 음악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설립한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해 왔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우리 학교는 2017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주고쿠·시코쿠 지방의 유일한 경제 전문
대학 입니다. '지식 ', ' 인간 력 ', '프리젠테이션 능력 ' 의 3가지 역량 을 육 성하 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지식을 심화시키는 '도서관', 학생 주체의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력을 연마하는 '흥동관 ',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의욕과 표현력을
강화시키는 아카데믹 커먼스 '명덕관' 등 주고쿠·시코쿠 지방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4,627

유학생수

7

특징 소개
1961년에 창설한 히로시마 공업 단기 대학이 바탕이 되어 1962년에 히로시마 공업 대학
(공학부)을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원 공학 연구과의 개설, 학부 및 학과의 개편, 증설
등 발전을 계속하여 그동안 약 4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현재는 공학부,
정보학부, 환경학부, 생명학부 등 4 개 학부 12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회, 환경,
윤리’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와 인간성을 중시한 21세기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 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info@fcu.ac.jp

kikaku01@eum.ac.jp

int-sc@hue.ac.jp (국제교육교류 센터)

intl@it-hiroshima.ac.jp（국제 교류 센터）

http://www.fcu.ac.jp/

http://www.eum.ac.jp/

http://www.hue.ac.jp/

http://www.it-hiroshima.ac.jp/

7

○수업료 감면 제도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기타 국제 교류 이벤트 등

陳ㅤ圓圓（CHEN YUAN YUAN）

楊ㅤ卿（YANG QING）

王ㅤ秀娥（WANG XIUE）

KJU KJU NWE

도시 경영 학부ㅤ국적:중국

음악연구과ㅤ국적:중국

경제학부ㅤ국적:중국

공학계연구과ㅤ국적:미얀마

후쿠야마 시립 대학 도시경영학부는 단지 경제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및 공공 정책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활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심신 서포트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쿠야마시는 유학생이
생활하기 매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환경과 설비가 훌륭해 업라이트는 물론 그랜드 피아노로의
연습도 가능합니다. 도서실에는 음악 관련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체칠리아 홀의 아름다운 음향은 자랑거리입니다. 교직원 분들의 교육
이념은 선진적이며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지도를 해 줍니다. 카톨릭
대학이기 때문에 쳄발로와 파이프 오르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도 활발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히로시마시 중심에 위치한 점도 매력입니다.

우리 학교 의 국제교육교류 센터에서는 수업에서부터 생활 면까지
무엇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업료 감면 제도
외에도 우리 대학의 독자적인 장학금 및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 체제도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면서 유학생회 활동 및 연 2회의 이문화 연수 여행에 참가하는
등 보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또한, 시내 중심부 가까이 살고
있어 통학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쇼핑도 편리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히로시마 공업대학에 편입학했습니다. 공학부
건축공학과 에 입학해 건물 건축 및 도 시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 016년 4월부터는 히로 시마 공업대학
대학원의 공학계 연구과 건설공학 전공으로 진학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람차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긴키대학 공학부
사립대학

8

히가시히로시마시

히지야마대학
사립대학

11

히로시마시히가시구

［학ㅤ부］●공학부

［학ㅤ부］●현대문화학부

［대학원］●시스템공학 연구과

［대학원］●현대문화연구과

히로시마 국제대학
사립대학

12

히가시히로시마시,
구레시,히로시마시 나카구

사립대학

［학ㅤ부］●공학부

［학ㅤ부］●보건의료학부●종합 재활학부
●의료복지학부 ●심리학부 ●간호학부
●약학부 ●의료영양학부 ●의료경영학부

●건강영양학부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히로시마시 아키구

●정보문화학부

［대학원］●공학연구과

●현대사회학연구과

［대학원］●의료·복지과학 연구과
●심리과학 연구과 ●간호학 연구과
●약학 연구과 ●조산학 전공과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유학생수

2,267

○장학 유학생 제도 있음
○유학생 대상의 장학금 있음

총학생수ㅤ
유학생수

10

특징 소개

1,598
13

특징 소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재, 신뢰를 받는 인재, 존경을 받는 인재의 육성’뛰어난 인격을
기본으로 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긴키대학의 건학 정신은
‘ 실 천 교육 ’과 ‘ 인 격 수 양 ’입 니 다 . 긴키 대 학 공 학 부 는 이러 한 건 학 정 신 하 에
기술자로서의 전문 능력 함양(전문성), 높은 인격과 윤리관을 지닌 인재 육성(인간성),
국제화 시대에의 적응 능력 양성(국제성)의 3가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11

유학생 지원 내용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본 대학에서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수업료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는 적지만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모두 학업에 열성적이고
학업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유학생만 수강할 수 있는
일본어 및 일본에 대한 과목을 상황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과목은 공통교육과목의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어드바이저 제도 등을
운영해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4,227

유학생수

3

특징 소개

○월 2만엔으로 학생 기숙사
ㅤ입주 가능
○교류 이벤트
○수업료 감면
○대학의 독자적인 장학금

히로시마 국제대학에서는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를 이해하고 일본과 외국에서 '의료', '복지',
'의료 경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해외 각국과의 가교가
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충실한 캠퍼스 라이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703

유학생수

136

특징 소개

우리 대학은 정보문화학부(문과계)와 공학부(이과계)가 설치되어 있고 각 학부가 연계되어
세심하고 면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고도의 전문 교육을 통해
공학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의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6개국 136명의 유학생은 학업
및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과 유학생의 장래로 연결되는 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3월에 졸업한 21명의 유학생 중 17명이 일본에서 취업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gakusei@hiro.kindai.ac.jp (학생지원과)

hijim@hijiyama-u.ac.jp

HIU.Nyushi@josho.ac.jp（입시센터）

nyuushi@office.hkg.ac.jp（입시과）

http://www.hiro.kindai.ac.jp/

http://www.hijiyama-u.ac.jp/

http://www.hirokoku-u.ac.jp/

http://www.hkg.ac.jp/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수업료 감면 제도
ㅤ(60% 감면과 30% 감면)
○장학급 급부 제도
○유학생 교류회
○유학생회

岳ㅤ洪雪（YUE HONGXUE）

李

의료·복지과학 연구과ㅤ국적:중국

정보문화학부ㅤ국적:중국

強（LI QIANG）

저는 의료경영에 관 한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 유학 을 결정했습니다 . 히로 시마
국제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공부한 후, 전문지식을 더욱 깊게 배우고 싶어서 이번
연도에 히로시마 국제대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의료경영에 관한 전문용어도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고전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석사논문의 주제를 정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일본의 문화나 관습을 접할 수도
있으며, 대단히 알찬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3 년 전에 중 국 쓰 촨 성에 서 일본 으 로 유학 을 왔 고 현재
현대사 회학과 2학년입니다. 히로 시마 국제학 원대학은 유학 생
대상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유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1학년 때
유 학 생 회 에 가 입 했 고 현 재 유 학 생 회 부 장 을 맡 아 노력 하 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꼭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12

〈현 내의 고등 교육 기관〉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13

히로시마 수도대학
사립대학

14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학ㅤ부］●상학부 ●인문학부 ●법학부
●경제과학부 ●인간환경학부
●건강과학부
●국제 커뮤니티학부

히로시마 여학원대학
사립대학

［학ㅤ부］●인문학부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로시마 분쿄여자대학
사립대학

히로시마시 아사키타구

［학ㅤ부］●인간과학부

●인간생활학부

［대학원］●언어문화연구과

17

●인간생활학연구과

［대학원］●교육학전공

유학생수

78

특징 소개

○제반 납부금 감면 제도 및 독자적인
ㅤ장학금 제도 있음!
○유학생 환영회 및 유학생 포럼
ㅤ개최 등 학내에서의 교류
ㅤ기회도 풍부!

14개 국가/지역의 31개 해외 제휴 대학과 적극적으로 유학생의 유치와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반 납부금 감면 제도 및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등의 경제적 지원 외에 일상 생활 지원 체제도 충실합니다. 유학생 간 및 일본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도 풍부합니다. 비즈니스 및 경영학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상학부와 최신 경제학의 전문 지식 및 스킬을 배우는 경제과학부에 많은 유학생들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후쿠야마시

●공학부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사비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ㅤ감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1,346

유학생수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1,135

유학생수

18

특징 소개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총학생수ㅤ

3,580

유학생수

0

특징 소개

히로시마 여학원은 1886년에 창립된 개신교 계열의 미션 스쿨입니다. 대학 캠퍼스는
히로시마시 중심부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풍부하고 차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제 특유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도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장학금과 튜터 제도를
통한 경제 및 생활 양면의 지원도 충실합니다. 우리 학교로의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유학생 지원 내용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입학 시 체류 자격 취득
ㅤ중개·기간 갱신 서류 작성
○각종 장학금 신청

126

특징 소개

본 대학은 인간과학부의 1개 학부 아래 초등교육학과, 인간복지학과, 인간복지학과,
심리학과, 인간영양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등 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 의 특징적인 시설로는 영어 학 습 전용 시설 B E CC ( B u n k y o E n g l i s h
Communication Center)가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 전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구조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후쿠야마대학은 1975년에 설립된 5개 학부 14개 학과, 4개 연구과 13개 전공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36만 평방미터의 광대한 부지에 34개의 교육연구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인격 육성을 지향하는 '전인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폭 넓은 교양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풍요로운 인간성의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공식 웹 사이트

kokusai@js.shudo-u.ac.jp（국제 센터）

kokusai@gaines.hju.ac.jp (학생과 국제교류센터)

koho@h-bunkyo.ac.jp

kokusai@fucc.fukuyama-u.ac.jp (국제교류과)

http://www.shudo-u.ac.jp/

https://www.hju.ac.jp/

http://www.h-bunkyo.ac.jp/university/

http://www.fukuyama-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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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 THI BICH NGOC

鮑ㅤ俊華（BAO JUNHUA）

NGUYEN THI THANH NGAN

李ㅤ迪（LI DI）

경제과학부ㅤ국적:베트남

언어문화연구과ㅤ국적:중국

국적:베트남

인간문화학부ㅤ국적:중국

히로시마 수도대학은 주고쿠/시코쿠 지역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으로
열정적인 교수진들의 지도 하에 최신 설비가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반 납부금 감면
및 장학 금 등의 경제적 지원도 다양 합니다. 생활면에서도
교직원분들이 서포트를 해 줘 유학생은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여학원대학에 입학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교원
분들 모두가 저희 유학생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고민이
있 으면 무엇이 든 상 담 받 을 수 있어 히 로 시 마 여학 원 대학 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취업 활동이 시작되어 매일
무척 바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히로시마 분쿄여자대학에 다녔습니다.
매일 즐거운 유학 생활을 보내며 학교에서는 일본어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교수님들도 친절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대학을 다녀 히로시마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히로시마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 무언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서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현재 유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어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교류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캠퍼스가 아름답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어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식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수업에서 장래에 도움이 될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면 교수님들은 언제라도 상담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학을 선택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후쿠야마 대학에 입학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히로시마 도시학원대학
사립대학

［학ㅤ과］●간호학과
●재활학과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미나미구

●어린이교육학과

16

히로시마 문화학원대학ㅤ
아키군 사카정,구레시,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사립대학

［학ㅤ부］●사회정보학부

19

후쿠야마 헤세대학
사립대학

［학ㅤ부］●경영학부

●간호학부 ●학예학부

［대학원］●사회정보연구과
●교육학 연구과

후쿠야마시

●복지건강학부 ●간호학부

1,012

유학생수

0

특징 소개
2009년 4월에 건강과학부 간호학과를 개설하였으며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우지나에
개학. 2013년 4월 재활의료학과 이학요법학 전공·작업요법학 전공을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오쓰카히가시에 개설. 2014년 4월에 어린이교육학부 어린이교육학과를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우지나에 개설. '심기일체（心技一體）' 의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풍부한 인간성과 미래를 개척할 뛰어난 지식·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수

1,203

유학생수

166

특징 소개

○수업료 감면 제도 있음
○유학생 교류 이벤트
○각종 장학금 신청

7

특징 소개

히로시마 문화학원대학은 사회정보학부(글로벌 비즈니스학과·건강복지학과), 간호학부
(간호학과), 학예학부(아동학과·음악학과)의 3개 학부 5개 학과로 구성된 종합대학입니다.
2018년부터는 유학생을 유치해 온 대학원 사회정보 연구과 및 사회정보학부의 모집을
중지합니다. 새로 인간건강학부(스포츠건강복지학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설치 인가 신청
중). 우리 학교는 기존과 같이 앞으로도 유학생의 꿈의 실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공식 웹 사이트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가정학연구과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1,495

사립대학

［학ㅤ부］●문학부 ●교육학부 ●심리학부
●현대비즈니스학부 ●가정학부
●약학부 ●간호학부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야스다 여자대학

［대학원］●문학연구과
●약학연구과

○수업료 감면 제도
총학생수ㅤ

20

［대학원］●경영학연구과
●스포츠건강과학연구과
●간호학연구과

●간호학연구과

유학생 지원 내용

13

사립대학

［대학원］●경제학연구과 ●인간과학연구과
●약학연구과 ●공학연구과
●공학연구과 (생명공학계)

유학생 지원 내용
6,228

후쿠야마대학

［학ㅤ부］●경제학부 ●인간문화학부
●생명공학부 ●약학부

●인간복지학전공

［대학원］●상학연구과 ●인문과학 연구과
●법학 연구과 ●경제과학연구과

총학생수ㅤ

18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유학생수

4,753
0

특징 소개

지식과 기술에 바탕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생각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 즉 앞으로의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 복지, 아동, 건강 스포츠, 간호
전문 학과를 설치해 넓은 시야를 갖고 자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독자적인 교육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실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식 웹 사이트

야스다 학원은 2015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6년에 문학부를 개설했고
근년에는 2012년에 교육학부와 심리학부를, 2013년에 가정학 연구과와 약학 연구과의 2
개 연구과를 개설. 2014년에는 간호학부를 증설하고 3개 연구과 7개 학부 1개 단기대학
(문학부, 교육학부, 심리학부, 현대 비즈니스학부, 가정학부, 약학부, 간호학부, 단기대학)
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jimu@hcu.ac.jp

sakagakuseibu@hbg.ac.jp

s-gakumu@heisei-u.ac.jp（학무부 학생과 과장 ）

nyushi.box@yasuda-u.ac.jp

http://www.hcu.ac.jp/

http://www.hbg.ac.jp/

http://www.heisei-u.ac.jp/

http://www.yasuda-u.ac.jp/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VU THI HOANG YEN

呉

사회정보연구과ㅤ 국적:베트남

경영학연구과ㅤ국적:중국

暁娜（WU XIAONA）

현재 사회정보학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4학년입니다. 일본 학생
외에 중국인 유학생도 많고 미국인과 네팔인도 있는 캠퍼스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강화하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일본계 기업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유학생에
대응해 주는 든든한 시스템과 친근하게 챙겨 주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과 지인의 소개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훌륭한 학습
환경과 교수님들과 교우들의 따뜻한 지원 속에 저는 쉽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일상의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히로시마로 와서 후쿠야마 헤세 대학에
들어와 저와 함께 공부합시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14

〈현 내의 고등 교육 기관〉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21

산요 여자단기대학
단기대학

［학ㅤ과］●인간생활학과
●임상검사학과

22

하쓰카이치시

●식물영양학과

히로시마 문화학원 단기대학
단기대학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학ㅤ과］●커뮤니티 생활학과
●보육 학과
［전공과］●생활문화 전공
●보육 전공

［전공과］●진료정보관리 전공

●식품영양학과

●영양

전공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340

유학생수

488

유학생수

0

특징 소개

0

○수업료 감면 제도
ㅤ(사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유학생 교류 이벤트
ㅤ(자택 외 통학 학생의 모임)

특징 소개

남쪽으로는 세계 유산인 미야지마를, 동쪽으로 세계 평화 도시 히로시마시가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학교입니다.‘애( 愛 )·우( 優 )·휘( 輝 )’를 모토로
내세우며 심신이 건강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여 왔으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감면 제도 및 충실한 교육 지도 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즐거운 대학
축제 등 일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웹 사이트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구레시

공식 웹 사이트

고등전문학교

도요타군 오사키카미지마정

［전공과］●프로젝트 디자인공학 전공

［전공과］●해사시스템공학 전공
●산업시스템공학 전공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학생 기숙사

906

유학생수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750

유학생수

9

○수업료 감면 제도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
○사회 견학 여행
○스키·스노보드 체험
○학생 기숙사 완비

4

특징 소개

고등전문학교는 본과 5년, 전공과까지 7년 간의 일관 교육을 실시하 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에는 본과에 기계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환 경도 시공 학과 , 건축학과 의 4 개 학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전공과로는 프 로젝트
디자인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비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 정부 파견
유학생 등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학생 기숙사에는 유학생의 생활에 필요한 전용
조리실과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세토우치의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백십여년의 전통을 가진 국립 고등전문학교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입학하는 본과는 5년(상선학과는 5년 6개월) 과정입니다. 유학생은 3
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중시한 강의와 실험실습을
통한 직무 교육이 특징으로 졸업생 중 20퍼센트는 대학이나 본교의 전공과(2년 과정)에
진학합니다.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100퍼센트입니다. 졸업한 유학생 중 많은 수가
국공립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학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nyushi@sanyo.ac.jp

gakuseibu@hbg.ac.jp (학생과)

g-sien@kure-nct.ac.jp（학생생활지원 담당자）

s-sub@hiroshima-cmt.ac.jp (국제 센터)

http://www.sanyo.ac.jp/

http://www.hbg.ac.jp/

http://www.kure-nct.ac.jp/index.html

http://www.hiroshima-cmt.ac.jp/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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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야마대학 단기대학부
단기대학

［학ㅤ과］●아동교육과
●미술과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24

紅梅（JIN HONGMEI）

MUHAMAD AFIF BIN OSMAN
환경도시공학과ㅤ국적:말레이시아

전자제어공학과ㅤ국적:말레이시아

저는 히로시마 문화학원 단기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히로시마는 바다와 산이 있고 기후도 좋아 살기 좋은
곳입니다 . 학교에서는 영양사 외에도 다 양 한 자 격 취득 에
도전했습니다. 수업료 감면 및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등 유학생 지원
시스템이 충실한 점도 매력입니다.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는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본인의 노력과 교수님들의 지도로 꿈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전혀 오염 되지 않고 흐르는 맑은 강이 있습니다.
제 꿈은 구레 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 및 토목 분야 등을
공부해 그러한 강을 앞으로도 맑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교수님들과 교우들이 친절하고 항상 저를
도와줍니다. 이 학교는 제 꿈의 실현을 향한 일보입니다.

학교가 섬에 있어 도시 소음이 없고 매우 조용합니다. 학교 주변은
자 연에 둘러싸 여 있 고 언제라도 아 름다 운 바 다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바쁜 일과가 끝나면 녹림과 바다는 물론 날씨가
좋으면 석양도 볼 수 있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설비와 유학생을 지원해 주는 교직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국제학원대학 자동차 단기대학
단기대학

히로시마시 아키구

［학ㅤ과］●자동차공업과

●종합생활디자인학과

［전공과］●정비공학 전공

총학생수ㅤ

520

유학생수

1

유학생 지원 내용
공식 웹 사이트

hijim@hijiyama-u.ac.jp

총학생수ㅤ

143

유학생수

http://www.hijiyama-u.ac.jp/

○입학금 감면 제도(50%)
○수업료 감면 제도(50%)

41

특징 소개

25

야스다 여자 단기대학ㅤ
단기대학

28

IGL 의료복지 전문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학ㅤ과］●일본어학과【대학 진학 코스】
ㅤ(1년 6개월, 2년)
●일본어학과
【개호복지사 코스】
ㅤ(1년 6개월, 2년)
●국제교양 커뮤니케이션학과(1년)
●개호복지학과
（2년）
●구강보건학과(3년·여자)
●침구학과(3년) ●유도정복학과(3년)

총학생수ㅤ

424

유학생수

159

공식 웹 사이트

294

유학생수

0

nyushi.box@yasuda-u.ac.jp
http://www.yasuda-u.ac.jp/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공식 웹 사이트

전문학교 히로시마 국제비즈니스 컬리지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유학생 지원 내용
○국제 교류 이벤트
○유학생 전담 직원
○기숙사 설비 완비
○아르바이트 소개 제도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512

유학생수

512

특징 소개

진학을 목표하는 유학생에게 경험 풍부한 강사진이 충실한 수업, 시험 대책 및 진로
지도를 실시합니다. 일본어학과 를 졸업한 후에 더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국제교양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N1, N2 취득 및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일본어 공부가
가능합니다. 개호복지학과, 구강복지학과, 침구학과, 유도정복학과로 진학해 국가자격
취득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전담 직원이 있어 생활면으로도 면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식 웹 사이트

○수업료 감면 제도
○장학금 제도(JASSO)
○본 학교의 독자적인 장학금
○유학생 교류 이벤트
○학생 기숙사

일본어학과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본어의 지식과 운용 능력을 배웁니다.
일본어학과 를 졸업한 후에 상위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는 유학생을 위한 국제
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리어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통역비즈니스학과와 건축 설계 지식을 공부하는 건축 CAD학과가 있으며 이 2개
학과는 '전문사' 칭호도 부여됩니다.
공식 웹 사이트

gakuji@office.hkg.ac.jp

igl-iryofuku-info@igl.or.jp（홍보부）

nihongo@hibc.jp

http://www.hkg.ac.jp/j/

http://www.igl.ac.jp/int/

http://www.hibc.jp/

NGUYEN THI HONG THAO
총학생수ㅤ

29

［학ㅤ과］●일본어학과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국제통역비즈니스학과
●건축CAD학과

특징 소개

단기대 학사와 2급 자동차정비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알 때까지 가르치는
교육 체제를 통해 2급 자동차정비사 국가시험에 매년 졸업생 전원에 가까운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4 년제 대학의 3년차 편입, 1급 자동차 정비사를 목표로 하는
전공과로 진학, 나아가 취직 등 다채로운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학ㅤ과］●보육과

TAN CHUN YANG

식품영양학과ㅤ국적:중국

［전공과］●미술 전공

15

히로시마 상선고등전문학교ㅤ

［학ㅤ과］●상선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유통정보공학과

특징 소개

히로시마 문화학원 단기대학에는 커뮤니티 생활학과, 식품영양학과, 보육학과의 3개의
특색 있는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세미나 ＆ 튜터 제도’를 통해 교원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세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률도 높으며 병설되어 있는
히로시마 문화학원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27

［학ㅤ과］●기계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환경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유학생 지원 내용

○수업료 감면 제도
총학생수ㅤ

26

BUI NGOC SAM

일본어학과ㅤ국적:베트남

일본어학과ㅤ국적:베트남

내 세계를 넓히고 싶다 는 생각 에 일본 유학 을 결심했습니다 .
일본인과 일본어로 대화함으로써 일본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일 본 어 가 더 욱 좋 아 졌 습 니 다 . I G L 의 교수 님 들 은 모두 무 척
상냥하시고 정열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감안해 지도해
주십니다. 특히 진학 상담에서는 저 본인보다도 제 진로에 대해
심사 숙고하며 다양 한 조언을 해 주십니다. 장래에는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로 활약하고 싶습니다.

2 013 년 4월에 일본 에 왔 습니다 . 일본 은 처음 이었기 때문 에
생활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 속에 모국을 떠나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언제 어디서라도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1년 후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되 어 무 척 기 뻤 습 니 다 . 현재 는 산 인 지역 의 일 본 어 학 교에 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16

〈현 내의 고등 교육 기관〉
広島県留学生活躍支援センター

30

전문학교 후쿠야마 국제외국어학원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학ㅤ과］●일본어과 진학1.5년 과정
●일본어과 진학2년 과정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 1년 코스
●국제 비즈니스 정보학과 2년 코스

총학생수ㅤ

230

유학생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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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복지전문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아키군 가이타정

［학ㅤ과］●일본어과(1년과정·2년과정)
※2년과정은 2018년 4월 개강예정
●개호복지과(2년)
●사회복지과(4년)
●개호보육과(3년)
●사회복지사과(1년·1.5년)
유학생 지원 내용

유학생 지원 내용
○타 학과 진학 시의 입학금 면제
○전문 과정 수업료 감면 제도
○튜터(베트남인)
○학생 기숙사·학생 식당
○상근 간호사에 의한 건강 상담

130

유학생수

특징 소개

1

특징 소개

소인원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학습면, 생활면에 있어서 섬세한 지도를
합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보다 높은 일본어능력의
습득을 촉진합니다. 입국수속, 보험가입 등,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수속을
학교가 대행합니다. 또 중국어, 태국어, 영어, 독일어에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고민 상담에도 친절하게 대응해서 정신면에서의
서포트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히 로 시 마 복지전 문 학교는 복지교육 에 있어 서 전국 에 서 가 장 전통 있는 학교 중
하나 입니다. 본교 의 일본어과 는 주로 본교 의 개호복지과 에 진학하 여 장래에
개호복지사로서 일본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일본어 교육 기관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어과 수료 후, 본교의 개호복지과 등에
진급할 경우는 입학금 면제 등 특전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고 아르바이트 할 곳도 다수
있으며, 역도 가까워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35

학교법인 야마나카학원ㅤ미하라 국제외국어학원
일본어 교육 기관

미하라시

［학ㅤ과］●일본어과
(기초 1년, 진학 1년, 진학 1.5년)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장학금 있음(YMCA
ㅤ장학금 및 학습장려금 등)
○수업료 감면
○교류 이벤트(사회 견학,
ㅤ스포츠 대회, 운동회 등)

180

유학생수

31

특징 소개

우리 학교는 소수 인원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생활면에서의 케어도 실시하고 있어 안심하고 일본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후쿠야마 최대의
거점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새로운 체험도
가능합니다.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어의 습득은 물론 국제 사회에 요구되는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公式HPはこちら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47

유학생수

43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 있음
○교류회, 일본 문화 체험 등
○유학생 기숙사 완비
○유학생 우호회에 의한 지원

특징 소개
세토나이카이에 면하고 있어 천혜의 기후를 자랑하는 지역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인 학생과의 교류와 기업 견학 등의 과외
수업과 교류회, 지역 행사 참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개별 지도와 카운셀링으로
충실한 시험 대책을 실시하고 진학 및 취업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함양합니다. 또한, 유학
생활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학생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고 학습면 뿐만 아니라 생활면의
지원도 실시히고 있습니다.
公式HPはこちら
공식 웹 사이트

info@fuwai.jp

nihongo@hiroshimafukushi.ac.jp

nihongo@hiroshimaymca.org（일본어과）

public@mial.jp（일본어과）

http://www.fuwai.jp/

http://www.hiroshimafukushi.ac.jp/

http://www.hymca.jp/fukuyama/senmon/

http://www.mia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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馮 琦英（FENG QIYING）

TRAN THI DIEP

胡

전문학교 후쿠야마 국제외국어학원ㅤ국적:중국

일본어과ㅤ국적:베트남

일본어과ㅤ국적:중국

일본어과ㅤ국적:중국

일본어학교는 유학생활의 스타트라인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모 르는 땅 에 오면 신나지만 그 이상 으 로 불안도
느낍니다. 일본에 온 날부터 선생님들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마음
쓰 고 계셨습니다 . 일본 에 온 직후의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도
입학수속, 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구입, 쇼핑 등을 도와주시고
안심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D i e p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현재 히로시마 복지전문학교
일본어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학교 가까운 곳에
학생 기숙사가 있어 매우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은
바로 학교의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곤란을 겪을 때마다 친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상담해 주십니다. 더욱이 모두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 뿐이라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오신다면 히로시마 복지전문학교를
선택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히로시마에서 만납시다!ㅤ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후 쿠야 마 YM C A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고민을 친근하게 들어주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조언도 해 주십니다. 그런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면 무척
안심이 됩니다. 후쿠야마 YM C A에 입학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하라⋯아름다운 바다, 조용한 마을, 친절한 사람들. 제 일본에서의
첫걸음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도 즐거웠던
기억도 모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과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미하라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제 인생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YMCA전문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히로시마시 나카구

［학ㅤ과］●일본어1년코스
●일본어1.5년코스
●일본어2년코스
●글로벌커뮤니케이션코스(1년)
●대학원진학코스(1년)

33

휴먼웰페어 히로시마 전문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총학생수ㅤ

373

유학생수

171

○수업료 감면 제도
○유학생 교류 이벤트
○장학금 제도 있음

특징 소개

36

아나부키 의료복지 전문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138

유학생수

138

37

일본 웰니스 스포츠 전문학교 히로시마교
일본어 교육 기관

총학생수ㅤ

○학교 계약 숙소 있음
○사회 견학 실시

飛（TAN FEI）

히로시마시 아키구

［학ㅤ과］●일본어과（1년·1.5년）
●웰니스IT과（2년）

유학생 지원 내용
총학생수ㅤ

譚

美掲（HU MEIYANG）

［학ㅤ과］●일본어학과（2년코스，1.5년코스）

［학ㅤ과］●일본어학과(1.5년, 2년)
●IT시스템학과 ●개호복지학과
●사회복지사통신학과

유학생 지원 내용

공식 웹 사이트

유학생수

108
97

공식 웹 사이트

fukuyama-nihon-go@anabuki.ac.jp

taiken@hiroshima.email.ne.jp

http://www.anabuki.ac.jp/college/ajf/

http://www.hiroshimawellness.jp/index.html

특징 소개

히로시마 시내에서 최초로 일본어 교육을 시작해 진학 및 어학 연수 등의 목적에 따른
학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며 장래 진로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보5분 거리 이내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어 코스 졸업 후
계속해서 본교에서 호텔ㆍ웨딩, 여행 업무, 스포츠 및 트레이닝 지도 등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웹 사이트

17

후쿠야마 YMCA국제비즈니스 전문학교

［학ㅤ과］●일본어과(1년, 1.5년, 2년)
●의료비서과 ●정보비즈니스과
●사회체육과 ●정보비즈니스전공과

○학생 기숙사 완비
○성적 우수자 장학금 제도 있음
○아르바이트 소개

총학생수ㅤ

34

●소인원제이니 상세한 지도를 합니다. ●시험대책이 있어서 학생의 장래의 진로에 맞춰서 지도를 합니다.
대학원을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개별지도를 합니다. ●본 학교를 다니는 일본학생이 있습니다. 배운
일본어를 써서 일본학생과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일본에 온 후의 주거는 걱정 마십시오.
학교계약의 방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사례금은 필요 없습니다. ●학교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중심부까지 아스토람라인(전철)으로 8분,
자전거로 20분 거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공식 웹 사이트

hyj@hiroshimaymca.org

info@human.ed.jp

http://www.hymca.jp/jp/

http://www.human.ed.jp/

FUNG CHEUK KWAN

尹

일본어코스ㅤ 국적:홍콩

휴먼웰페어 히로시마 전문학교ㅤ국적:중국

YMCA는 공부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의 학습 진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유학생 한 명 한 명의 유학 목적과 진로에 맞춰 서포트를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 받은 것은 매우 열정적이신 교수님들과
그에 부응하려는 학 생들의 분위기가 충만해 최고의 학 습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어 학습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에도
친숙해져 YMCA 덕분에 보람찬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년 반의 학교생활을 뒤돌아보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 꽃 꽂 이 , 유카 타 의 체험 등 , 여러 가지 일본 문화 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쓰다 공장의 견학도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본기업의
대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월에 일본어능력시험1급을
땄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었던 대학원 진학도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관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휴먼웰페어 히로시마 전문학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히로시마 유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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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아카데미ㅤ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학ㅤ과］●진학 코스(2년)
●진학 코스(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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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쿠노사토 국제문화학원 일본어학교
일본어 교육 기관

후쿠야마시

［학ㅤ과］●일본어학과 진학 1.5년코스
●일본어학과 진학 2년코스
●진학교양학과 1년코스

福（YIN YONG FUI）
총학생수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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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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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수ㅤ

66

유학생수

66

haj-info@net-se.co.jp

mirojpl@gol.com

http://www.net-se.co.jp/haj/

http://www.miroku-j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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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유학가이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