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유학생 입시 요건 변경 공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 따라 2021년도의 입시 요건을 변경합니다. 

 

<변경①> 

일본어학교(인정 코스에 한함)에 다니고 있는 분은 출원 시점에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2021년 3월까지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것이 예정된 분이라면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②> 

'유학'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지 않는 분은, 출원 시점에 본교가 지정한 일본어 시험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2021년 3월까지 합격 예정, 취득 예

정이면,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 내 거주자(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는 자는 제외)> 

1. JLPT N2 이상, EJU 200점 이상, BJT 400점 이상 중 하나를 취득한 자 

◼ 출원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1년 3월 8일(월) 필착 

 ※기간 내라도 정원이 차는 대로 원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마지막 날은,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전형방법 

 온라인으로 면접 시험을 실시. 필기 시험은 면제 

  

◼ 입시 일정 

 9월 22일(화/공휴일), 9월 27일(일), 10월 11일(일) 

 ※11월 이후는, 출원 수리 후에 시험일을 알려 드립니다. 

  

 2. JLPT N2 이상, EJU 200점 이상, BJT 400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지 못한 출원 자

격을 가진 자(출원 자격: 일본어학교(인정 코스에 한함) 6개월 이상 교육 대상자) 

※출원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URL의 P5(출원자격) 참조 

https://www.tsuji.ac.jp/common_global/pdf/Korean_2021.pdf 

 

◼ 출원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1년 3월 8일(월) 필착 

 ※기간 내라도 정원이 되는대로 원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마지막 날은,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전형방법 

 오사카교에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실시. 

  

https://www.tsuji.ac.jp/common_global/pdf/Korean_2021.pdf


◼ 입시 일정 

 9월 22일(화/공휴일), 9월 27일(일), 10월 11일(일) 

 ※11월 이후는, 출원 수리 후에 시험일을 알려 드립니다. 

  

  



<일본 국외 거주자 및 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는 자> 

①JLPT N2 이상, EJU 200점 이상, BJT 400점 이상 중 하나를 취득한 자 

◼ 출원기간 

 2020년 9월 1일(화) ~ 12월 25일(금) 필착 

 ※기간 내라도 정원이 차는 대로 원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마지막 날은,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전형방법 

 온라인으로 면접 시험을 실시. 필기 시험은 면제 

  

◼ 입시 일정 

 9월 22일(화/공휴일), 9월 27일(일), 10월 11일(일) 

 ※11월 이후는, 출원 수리후에 시험일을 알려 드립니다. 

  

 

② 2020년 11월 8일 (일) EJU 응시자 

◼ 출원기간 

2020년 11월 9일(월) ~ 12월 25일(금) 필착 

 ※ 출원기간내에 정원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원 서류에 EJU 수험을 증명하는 서류(수험표 등)의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마지막 날은,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전형방법 

 온라인으로 면접 시험을 실시. 필기 시험은 면제 

 ※단, EJU시험에서의 성적 결과나 주최자의 판단에 의해 시험의 중지 등, 어떠한 이유로도 2021

년 3월까지 EJU 20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본교의 유학생 시험에서의 합격은 무효가 됩

니다. 또 이 경우, 유학생 시험의 수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입시 일정 

 출원접수 후 시험날짜를 알려 드립니다. 

  

  

③ 2020년 12월 6일(일) JLPT N2 이상 응시자 

◼ 출원기간 

2020년 12월 7일(월) ~ 12월 25일(금) 필착 

 ※ 출원기간내에 정원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원 서류에 JLPT 수험을 증명하는 서류(수험표 등)의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마지막 날은,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전형방법 

 온라인으로 면접 시험을 실시. 필기 시험은 면제 

 ※단, JLPT 시험의 불합격이나 주최자의 판단에 의한 시험의 중지 등, 어떠한 이유로도 2021년 

3월까지 N2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본교의 유학생 시험에서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또 

이 경우, 유학생 시험의 수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입시 일정 

 출원 접수 후 시험 날짜를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