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생활비・주거・유학생지원 

생활비  

생활비는 주택비나 식비에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 일본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의 ‘일본유학

정보 2016-2017’에 의하면 긴키지방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의 생활비는 월 평균 86,000엔(수업료 제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http://www.jasso.go.jp/ko/study_j/sgtj.html  

  

주거 

교토대학에서는 유학생과 외국인연구자의 숙박시설로 교토대학 국제교류회관(Kyoto University International Houses)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

제교류회관의 수용인원 및 입주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본교 유학생은 본교의 일반학생 기숙사(일본인 학생과 함께 입주)나 공

공단체가 설치한 숙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학생의 대부분은 민간 아파트 등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 교토대학 국제교류회관 

본교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서 국제교류회관 (Shugakuin본관, Yoshida 국제교류회관, Uji분관, Ohbaku분관, Misasagi 

분관, 도합5관)이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4월과 10월로 연 2회입니다. 처음 일본에 와서, 1년 미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을 대

상으로 모집합니다. 모집은 입주시기의 3개월전(1월과 7월)이며, 입주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어느 경우도 연장은 인정되지 않

습니다. 

신청은 학부·대학원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요금 

요금은 장소나 방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예: Ohbaku분관의 경우) 

요금은 수도요금, 침구사용료, 인터넷 회선설비료를 포함합니다. 

● 단신용: 월액 11,900엔 

● 부부용: 월액 19,200엔 

● 가족용: 월액 24,300엔부터 

◪ 토대학 국제교류회관 
https://kuiso.oc.kyoto-u.ac.jp/housing/facilities/ko 

  

☁ 민간의 주거 
민간의 집을 찾을 경우는 일본에 도착 후, 교토대학 생활협동조합이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생활하고 싶은 지역의 집을 찾습니다.   

● 집세 

거주지역이나 방의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교토시내에서 빌리는 경우 일반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방에 가구는 

딸려있지 않습니다. 

● 단신용(부엌, 화장실 등 공동): 월액 25,000엔- 30,000엔  

● 단신용(부엌·화장실·욕실 포함): 월액 45,000엔- 

 
방을 빌릴 시, 일반적으로 방값 외에 레이킹(권리금), 시키킹(보증금), 중개수수료 등, 방값의 몇 개월분 정도의 돈과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 방찾기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  
  
◪  
  
◪  
  
◪  
  
◪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 “주거 정보” 
https://kuiso.oc.kyoto-u.ac.jp/housing/info/ko 
교토대학 생활협동조합  
http://www.s-coop.net/english/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방찾기 도움 웹 사이트“HOUSE navi” 
http://housenavi-jpm.com/  
유학생 스터디 교토 네트워크  
http://www.housingsearch.kyoto/ 
전국 택지 건물 거래업 협회 연합회 ”세입자를 위한 가이드 북” 
https://www.zentaku.or.jp/useful/guidebook/ 

18 



Ⅴ. 생활비・주거・유학생지원 

유학생지원  

  

☁ 일본어교육 
모든 유학생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토대학 국제고등교육원부속 일본어·일본문화 교육

센터 (Education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1)전 학년 공통과목「일본어」수업과(2)그 외의 일본어 학습지

원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의 전 학년 공통과목 「일본어」수업의 대상자는 본교의 정규학생,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유

학생, 교환유학생이면서 특별청강생, 일한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생 입니다. (2)는(1)이 이수 불가능한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

습니다. 

(2), 그 외의 일본어 학습지원강좌의 일환으로 「일본어 입문 코스」를 2 코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취득이 목적이 아니

라 학습・연구생활의 수행을 위해서 최저한 필요한 일본어를 습득하고 싶은 학습자 용 코스입니다. 전기(춘계)는 4월부터 8월, 후기

(추계)는 10월부터 2월까지 입니다. 수강신청은 연 2회 3월과 9월의 중순쯤에 국제고등교육원 웹사이트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페이

지 (아래의 URL)를 확인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국제고등교육원 웹사이트에는 강좌내용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별과와 같이 일본어코스만을 수강할 수 없으며, 일본어 여름 집중클래스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  웹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교토대학 국제고등교육원부속 “Japanese Language Classes” 
   http://www.z.k.kyoto-u.ac.jp/introduction/education-center-for-japanese/japanese-language-classes/?locale=en (영어)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일본어 교육을 유학생의 가족이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려면 아래 교토

시 국제교류협회나 교토 부 국제 센터의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십시오. 

● 학외의 일본어 교육 

◪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http://www.kcif.or.jp/kr 

◪ 교토부 국제센터 

     http://www.kpic.or.jp/korean/ 

  

☁ 튜터 제도 
유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대학원생 등이 유학생의 학습·연구·일상생활에 관해 조언이나 협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생 및 일부 비정규생으로서, 그 지도교수가 튜터에 의한 개별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합니다. 

상세한 것은 입학 결정 후, 소속학부·대학원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학내상담창구 
교토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상담내용은 비밀이 엄수되며 요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Student Lounge ‘KI-ZU-NA’) 및 교토대학 교육 추진·학생지원부동내에 있는 유학생 상담실에

서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장학금 등의 수속상 문제, 사고, 성희롱 등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학생을 위해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한 학생종합 지원센터 카운셀링 룸(General Student Support Center Counseling Office)

도 있습니다. 

  

☁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Student Lounge ‘KI-ZU-NA’)는, 교토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유학생

과 일본인학생 및 교직원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2002년 봄에 개관했습니다. 

건물 내에는 자습이나 언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룸, 일본어학습 교재나 DVD·외국서적 등을 빌릴 수 있는 독서실, 그리고 음

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오디오룸이 있습니다. 

또, 'KI-ZU-NA'에서는 매월 1회 이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간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교토대학 유학생 라운지 ‘KI-ZU-NA’  

http://www.kyoto-u.ac.jp/en/education-campus/international/facilities/kizun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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