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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약 800개의�대학이�있습니다. 문과, 이과, 학제계에�이르는�학습의�선택지를�폭넓게�갖춘 
종합대학인�호세이대학의�강점을�수치로�나타냅니다.

장서�수 (2016.3.31 시점)

1,746,547권
유학생�수 (2015 실적)
※학부·대학원·단기�수용
　프로그램�계

1,043명

협정�대학�수 (2016년 2월�시점)

194개�대학 32 개국·지역
“슈퍼�글로벌�대학(※1)”으로�선정
※일본의�약 800개�대학�중 37개�대학만�선정
※1 글로벌�사회에서�활약할�수�있는�능력과�학문을�더욱�심화하는 
능력을
　익힐�수�있는�대학

문부과학성에�의해

학부�수
일본�제3위

15개�학부5
학생�수 (2016.5.1 시점)
일본에서도 TOP 10에�드는 
규모를�자랑합니다.

28,576명

역사
일본에서도�가장�역사�깊은
사립대학�중�하나.

136
년

해외�유학생�파견 
파견자�수 200명�이상
(“대학�순위 2016” 아사히신문출판 
발행)

제4위

동아리와�클럽�수200

취업률
(2016.4.1 시점)

98.2 %

졸업생�수 (2016.3.31 시점)

459,205명

이상

야구�리그로부터�시작돼�현재도�많은�교류가�있는 6대�대학을�추구
(도쿄대학, 게이오대학, 와세다대학, 릿쿄대학, 메이지대학, 호세이대학)

도쿄 6대�대학�중�하나입니다.

일본에�유학을�오려고�한�이유는�무엇인가요?
저는�고등학교�시절부터�일본어를�전공하고�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계속 
일본어와�일본문화를�접해�왔기�때문에
언젠가는�일본으로�유학을�가고�싶다고�생각해�왔습니다. 장학금을�받게�된�것을�계기로 
2011년에�일본으로�왔습니다.

호세이대학을�선택한�이유는�무엇인가요?
대학을�선택할�때�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하던�곳의�점장님이 
호세이대학을�추천해�주셨습니다. 점장님은�호세이대학의
경제학부�졸업생인데, 대학에�대해서도�여러�가지를�소개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친절하고�일도�잘�하는�분이라서�아르바이트�하는�가게의
종업원부터�단골손님에게까지�존경을�받는�분입니다. 저도�앞으로�그�점장님�같은 
사람이�되고�싶어서�호세이대학에�지원했습니다.

호세이대학에�들어와�다행이라고�생각한�점은�무엇인가요?
호세이대학에�들어오기�전에 1년�반�정도�일본어학교를�다녔습니다. 주위에는�외국인�친구뿐이라�언제나�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했기�때문에�제가�다른�나라로�유학을�왔다는�것을�그다지�실감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대학에�들어오기 
전에
일본어로�진행되는�수업을�잘�이해할�수�있을까, 대학에�같은�나라에서�온�유학생이�없는데�친구를�만들�수�있을까�하는 
걱정이�많았습니다.
그러나�대학에�들어와서�금방�친구도�생기고�동아리�선배들도�정말�친절하게�대해�주었습니다. 이수�등록을�할�때�선배에게 
도움을�받기도
하고, 수업에서�놓친�부분이�있을�때�친구가�바로�노트를�빌려준�적도�있어서�정말�감동했습니다.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을�받으면서�대학�생활에�적응할�수�있었습니다. 이�점에서�호세이대학에�들어와�정말로�다행인�것�같습니다.

Hoang씨�베트남�출신
경영학부 4학년

재학생의 
목소리

★

★
★

TOP

장학금�수급�비율 (2015년도�실적)

3명�중 1명/

(30% 이상)

사이타마

나리타공항

지바
하네다공항가나가와

도쿄

문의
http://www.hosei.ac.jp/

= 이치가야캠퍼스
= 다마캠퍼스
= 고가네이캠퍼스

오시는�길

과거 10년간�일본의�대학�지원자�수�순위에서 
TOP5에�랭크되었습니다. 매년�약 90,000
명이�호테이대학에�지원하고�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8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수험생이�호세이대학을�지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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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이대학은 1880년에�창립돼 136년의�역사를�지닌�종합대학입니다. 문과와�이과를�합쳐�폭넓게�전개하는�학문�영역은 15개�학부 38개�학과, 대학원 15개�연구과, 
전문직대학원 2개�연구과에�이릅니다. 지금까지�세계�각지에서�온�많은�학생을�받아들여�각�방면에�졸업생을�배출했습니다. 이러한�호세이대학에�영어로만�학습해 
학위를�취득할�수�있는�프로그램이�학부와�대학원에�각각�신설됐습니다. 일본의�호세이대학에서만�가능한�공부를�꼭�체험해�보시기�바랍니다!

사비�유학생을�위한�수업료�감면�제도가�있습니다. 조건을�만족하면 
수업료의 30%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기금(HIF) 외국인학부유학생장학금”을�비롯해 
유학생을　대상으로�충실하고�다양한�장학금�제도가�마련돼�있습니다. 
호세이대학에서는�약 80%의�유학생이�이러한�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고�있습니다.
* 금액�및�이용�상황�등은 2016년도의�참고�예입니다.

커리어�센터에서는�일본에서�취직을�희망하는�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해�충실히�지원하고�있습니다. 1학년부터�이용�가능하며�모두 
무료이므로�적극적으로�이용하시길�바랍니다.

◦비즈니스�일본어�강좌
일본�기업에서�직원�채용�시�중시하는 ‘비즈니스�일본어’를 
중점적으로�학습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을�위한�가이던스 (여러�번)

가이던스에서는�취업�준비�시�유의해야�할�점, 서류�심사�및�면접 
대책에�대해�지도합니다.
◦개인�면담

카운슬러가�상주하여�취직�준비에�관한�개별�면담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개최�실적

“학생�지원이�다양하게�마련돼�있습니다.”
◦학업·인생상담은�학생상담실
◦인터넷�및�이메일을�쾌적하게�하는�종합정보센터
◦아르바이트�정보는�아르바이트�정보�네트워크에서�검색
◦언제든지�자습할�수�있는�차분한�공간�스터디룸
◦병에�걸리거나�다치면�진료소를�설치
◦합리적인�가격과�다양한�메뉴의�학생식당　
◦약170만�권이�소장된�도서관
◦3곳의�합숙시설 (세계유산�후지산�기슭에�있는�후지�세미나�하우스,

겨울의�윈터�스포츠와�여름의�등산을�즐길�수�있는�하쿠바�산장, 
스포츠를�즐길�때는�이시오카�종합체육관�시설)
◦박물관·미술관 캠퍼스 멤버스로 무료
◦만일의 경우에도 손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이 지켜 주는 안전한 

생활을 확보

 ◦입국�수속�지원
비자�취득에�대해서도�걱정할�필요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호세이대학에�입학�수속을�완료한�학생에게는
“입학허가증”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행�신청서를�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이�발행�신청서에�필요사항을�기재한�후�호세이대학에 
회송해야�합니다. 호세이대학은�여러분을�대신해�일본�국내에�있는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행을�신청합니다.
1~2개월�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호세이대학에�도착하면�이 
증명서를�여러분에게�우편으로�보내�드립니다.
이�증명서가�도착하면�여러분은�본인의�여권, 입학허가증,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가지고�가까운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신청하기만�하면�됩니다.

생활비: 약 131,000엔/월
◦주거비: 63,000엔/월
◦식비: 27,000엔/월
◦통학�비용: 5,000엔/월
◦전기/가스/수도: 7,000엔/월
◦보험, 의료비: 2,000엔/월
◦취미, 오락비: 6,000엔/월
◦기타: 21,000엔/월

※학비�제외
출전 “2013년도�사비�외국인�유학생�생활�실태�조사” (JASSO) 외

1년간의�비용
생활비: 1,572,000엔 (131,000×12개월)
학비: 1,196,000엔 (경영·인간환경)
합계: 2,768,000엔 (≒＄23,067)

전기자동차, 디지털카메라, 광섬유, 인공심장�등, 최첨단�과학기술과 
의학을�구사한
제품을�세계에�선보여�왔습니다. 세계의�식생활을�바꾼�인스턴트�라면, 
노래방�등도
일본에서�개발됐습니다. 일본에는�끊임없는�연구를�통해�독창적인 
상품을�창조하는�문화가�뿌리내려�있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1

일본은�바다로�둘러싸여�있으며 
사계절을�즐길�수�있는�풍요로운 
자연�환경을�가지고�있습니다. 
일본에는�일본의�상징이라고도�할 
수�있는�후지산을�비롯해�히메지 
성, 이쓰쿠시마�신사�등의 
세계유산이�많이�있습니다.

“후지산”과 “일본�요리” 등의�문화유산, 그리고 
“환대”하는�마음이�있습니다.

2

살기�좋은�환경, 안심할�수�있고�안전한�인프라�설비. 세계적으로도 
일본은�범죄가�적어�살기�좋은�나라로
유명합니다. 분실물도�대부분은�주인에게�돌아옵니다. 교통기관도 
제시간에�도착하고�출발하므로�안심할�수�있으며
목적지까지�안전하게�데려다줍니다. 보험�제도도�잘�정비돼�있기�때문에 
병에�걸려도�적은�부담으로
고도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모국을�떠나는�것이�불안한 
유학생도�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입니다.

살기�좋은�생활환경3

세계 170개국�이상의�국가와�지역에서 18만�명�이상의유학생이�일본의 
고등교육기관�등에서�학습하고�있습니다. 
일본뿐�아니라�세계�각국의�다문화를�접함으로써�시야가�크게 
넓어집니다. 또한�일본은�헌법으로�종교와�사상의�자유가�보장되며, 
관용의�나라이기도�합니다.

(JASSO 웹�페이지에서�발췌)

세계 170개국�이상의�국가와�지역에서�온�유학생.4

* 입학하는�해에는 240,000엔의�입학금이�필요합니다. 
* 2017년도�학비
* 자세한�내용은�결정되는�즉시�순차적으로 Web에�발표
* 수업료 감면 제도 및 장학금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 엔 $ (1 USD=120 JPY)

  1,196,000 8,470

  1,272,000 10,600

호세이대학은�개교�당시부터�외국인�유학생을�적극적으로�수용해�왔습니다.

다른�대학보다�한발�앞선 1904년에 “청국�유학생�호세이�속성과”를�개설해

중국으로부터�많은�유학생을�받아들였습니다.

이�코스에서�학습한�많은�졸업생이�모국으로�돌아가

미래의�중국�국가�건설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것은�그다지�알려져�있지�않으나

호세이대학의�역사�속에서�찬란하게�빛나고�있습니다.

이것이�호세이대학�국제�교류의 “원류”입니다.

지금은�아시아�여러�나라뿐�아니라�세계�각국으로부터�많은�외국인�유학생을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지금도�활발한�국제�교류가�펼쳐지고�있는�대학, 바로 “호세이대학”입니다.

일본의�매력

도쿄의�중심!
호세이대학�이치가야캠퍼스는�일본�도쿄에서도�중심지에�있습니다.
이제�일본은�대중문화의�발신지로�자리�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최첨단 
문화의�발신지는�도쿄의�아키하바라입니다. 호세이대학 
이치가야캠퍼스는�아키하바라에서�철도로�세�정거장�거리에�위치해 
있어�최첨단�대중문화를�접할�수�있는�장소입니다.
또한�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긴자도�각각 30분�이내의�거리에 
있습니다.

도쿄에서�학습하는�가치

충실한�학생�지원

생활비�기준

수업료와�장학금

호세이대학에는�외국인�유학생�여러분이�충실한�대학�생활을�보낼�수 
있도록�다양한�시설�및�이벤트가�마련돼�있습니다.

유학생�어드바이저�제도
외국인�유학생들의�생활�및�학습에�관한�조언과�도움을�주기�위해 
유학생�어드바이저�제도를�마련하고�있습니다.

G-Lounge
외국어�커뮤니케이션�공간인 “Global Lounge”를 3개�캠퍼스에서 
전개하고�있습니다. 캠퍼스�안에서도�유학생과�일본인의�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곳에서는�다양한 
이벤트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습니�다.

Speech contest
국제교류동아리에�의한�유학생�연설�대회가�열립니다, 대회는�일본인 
학생과�외국인�유학생이�준비·운영하고�중국, 한국，독일�등의�국가�및 
지역에서�온�유학생이�출전해�유학�생활에서�느낀�점�등을�주제로 
발표합니다.

국제�교류

◦학생�기숙사는�학교에서�전철로 40분�거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입주자는�아침, 저녁 2회�식사가�제공(월~토)되는 1인실을�사용하게 
되며�인터넷�접속�및�샤워는 24시간�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기숙사에�사감(부부)이�상주하여�입주자가�안심하고�지낼�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다양한�파티와�이벤트도�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캠퍼스�근교에 3곳의�전용 
기숙사와�추천�기숙사가 
마련돼�있습니다. 전용 
기숙사에는�호세이대학의 
학생만�입�주�가능합니�다. 한편 
추천�기숙사에는�다른�대학의 
학생도�입주해�있습니다. 
호세이대학�학생을�대상으로 
180개�방이�마련돼�있습니다.

주거

취업�지원

일본어가�서툴더라도�일본에서�공부할�수�있습니다.
호세이대학은�영어만으로�졸업·수료하고�학위를�취득할�수�있는�프로그램을�속속�개설합니다.

대학원
전문직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전공�글로벌 MBA
정보과학연구과·이공학연구과 IIST (Institute of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y)

학부
글로벌교양학부 GIS
경영학부 GBP (Global Business Program)
인간환경학부 SCOPE (Sustainability Co-Creation 
Programme)
 

충실한�영어�학위�프로그램

유학생�수용의�긴�역사

경영학부, 인간환경학부

글로벌교양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