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치카와(立川)

초후(調布)

JR츄오센(中央線)·소부센(総武線) 

JR야마노테센（山手線）

게이오센(京王線)

이케부쿠로(池袋)

기치조지(吉祥寺) 신주쿠(新宿)

시부야(渋谷)

시나가와(品川)

하네다 공항(羽田空港)

아키하바라(秋葉原)

우에노(上野)

도쿄(東京) 

２　프로그램 Program
(1)정규학생，학위 프로그램　[각 과정에 14 개의 교육 프로그램]a) 정보이공학역　（대학 학부）b) 대
학원 정보이공학연구과 (석사, 박사)

(2)비 학위 매 학기 프로그램
a) 교환 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called JUSST Program, with our
partnership universities.

１　소재지 : 도쿄도 쵸후시（東京都調布市）
・신주쿠에서 게이오 선 특급으로 쵸후 역까지 15 분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과 쵸후 역 사이에 공항 리무진이있다
・쵸후 역에서 캠퍼스까지 도보 5 분

국립대학법인 전기통신대학
・학역（학부） - 대학원 일관 교육 체계 : 2016 년 4 월에 새로운 정보 공학 영역 (학부)과 새로 워진 대
학원 정보 공학 연구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의 촉진 : 770 대학 중 22 연구 기관의 하나로서 문부 과학성 「연구 대학 강화 촉진 사업」에 채택
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에서 승리 : 유명 기업 400 개사 실제 취업률 전국 4 위, 유학생은 70 % 이상이 일본에서 취직
하고 있습니다.
・개교 100 주년 : 2018 년에 100 주년을 맞이합니다.



b) 연구 학생 프로그램, 학부생을위한 대학 예비 과정.
(3)비 학위 연구실 업무 프로그램a) 단기 학습 학생 프로그램. 학부 및 대학원생을위한 단기 연구실 업무

3. 학역（학부）・대학원，교육 프로그램 소개 教育プログラム
정보이공학역  情報理工学域［14プログラム］
Ⅰ류 정보계 미디어 정보학，경영・사회정보학，정보수리공학，컴퓨터 사이언시스
Ⅱ류 융합계 시큐리티 정보학，정보통신공학，정자정보학，계측・제어 시스템，첨단 로보틱스
Ⅲ류 이공계 기계 시스템，전자 공학，광공학，물리 공학，화학생명공학

대학원 정보이공학연구과  大学院情報理工学研究科［14プログラム］
정보학전공  情報学専攻  미디어 정보학，경영・사회정보학，시큐리티 정보학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情報・ネットワーク工学専攻

정보수리공학，컴퓨터 사이언시스，정보통신공학，정자정보학
기계지능시스템학전공  機械知能システム学専攻

계측・제어 시스템，첨단 로보틱스，기계 시스템
기반이공학전공  基盤理工学専攻 전자 공학，광공학，물리 공학，화학생명공학

학역（학부） - 대학원 일관 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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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입학금/수업료, 수업료 면제  授業料等 

 정규과정학생에게는 수업료면제 또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맞는 
조건, 학업성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입학 후,첫 학기의 수업료면제나 유예를 희망하시는 경우, 입학수속 서류
와 함께 보내 드리는 서류를 자세히 읽으신 후, 지정된 기일 내에 각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학금 奨学金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로는 크게 나누어 1) 본 학교에서 장학 재단으로의 추천 형식,  2)개인 
응모(자유 응모) 형식 
의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추천 장학제도에 대해, 본 교에서는 장학급수급 전년도 여름에 추천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학부의 사비외국인 유학생시험수험자는 입학직후 1학년 때 받을 수 있는 대학추천 장학금에 응모 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입시수험자는 8월 입시 수험자 출원시에 국제과유학생교류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교에 공모정보가 있는 개인 응모의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
니다.  
 문부과학성의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JASSO의 일본유학에 관한 가이드북이나 일본영사관 또는 JASSO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6. 유학생 기숙사, 주거  留学生寮・住居 
 2018년 4월 현재, 본 교에서는  
・UEC포트（학생 기숙사） 
・五思寮(고시료)［남학생 한정］ 
・히토츠바시국제학생기숙사 
의 3개의 기숙사를 유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용은 기숙사건물의 건축년도, 본교 캠퍼스까
지의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월 20,000엔에서 50,000엔) 
 많은 유학생들은 캠퍼스 부근의 임대건물(월 40,000엔 ~ )에서 살고 있습니다. 

7. 입학시험 또는 출원방법 入学方法，入学試験 
 각 과정이나 각 제도에 따라 출원시기, 출원서류, 출원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과정의 입시/출원자료
를 확인해주세요. 
(1)정규과정 또는 연구생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입시개요 (Outline of Admission Guide)를 
참조해주세요. 

(2)본교 협력학교에서의 교환유학 : 소속대학의 국제센터 (International Affiar Office)에서 상담해주십
시오. 

연구생 제도         (일본 엔) 단기연구교류제도

입학금 84,600 입학금

수업료 /학기 178,200 수업료 /월 29,700

학역와 대학원(정규과정)        (일본 엔)
입학금 282,000

수업료
봄 학기 267,900
가을 학기 2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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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수료생의 진로 (2017 년도 수료 외국인 유학생)

학부 졸업 유학생　주된 취직처

Diverta

Hitachi Automotive Systems

Hitachi Kokusai Electric

Masterpiece Group

NTT Com Engineering

Signite

Yahoo Japan

Yokogawa Electrics

대학원 전기 과정 유학생 주된 취직
Central Information Systems NTT
Data Artist NTT Communications (2)
Fujitsu (2) NTT Data (2)
Fujitsu Frontech Pactera Japan
Future Architect Realsys
Hitachi Sharp
Hitachi Solution SIGMAXYZ
IBM Japan SMK
Mitsubishi Automotive Engineering Softbank
Nifty Tokyo Seimitsu
Nippon Inf. and Comm. Corp Toyota China [PRC]

대학원 전기 과정 유학생 주된 취직처

Anhui Polytechnic Univ. [PRC]
Daffodil International Univ. 
[Bangladesh]
Hitachi

Toshiba

Univ of Bungkul [Indonesia] 

Univ. of Toronto [Canada]

취직 ＠일본 본교 진학 타대학 진학 ＠일본 기타 ＠일본 취직 ＠출신국 기타 ＠출신국 취직 ＠국외

(3)그 외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제도: 본교의 국제과유학생교류계(ISO)에 영어 또는 일본어로 문
의 해주십시오. 

8. 정규생의 졸업, 수료후의 진로  正規生の卒業後の進路 

9. 문의처 (영어 또는 일본어로) 

대학(학부과정),대학원 입시에 대해서 
入試課入学試験係 
（お問い合わせフォーム） 
입시과입학시험계( 문의 서식 )

https://www.uec.ac.jp/inquiry/new/1

재류자격,유학비자, 장학금, 기숙사, 연
구생제도, 단기연구교류제도에 대해서

国際課留学生交流係 
국제과유학생교류계

iso@office.uec.ac.jp

유학생의 수학지원에 대해서 国際教育センター生活指導担当 

국제교육센터 생활지도 담당
adv@fedu.uec.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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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URLs and QR Codes,  
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UEC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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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ec.ac.jp/eng/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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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ec.ac.jp/admission/
ie_graduate/kakomon.html

www.uec.ac.jp/admission/
ie_graduate/requ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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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ec.ac.jp/eng/admission/
resstu2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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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al_program.pdf

www.uec.ac.jp/eng/abou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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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rc.uec.ac.jp/labsearch/ kjk.office.uec.ac.jp/scripts/
websearch/index.htm?lang=en

www.uec.ac.jp/eng/research/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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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JAPON School Guide Handbook, 
vol. 48 (2018) 에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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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판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학생모집 요항 개요 

정보이공학역 
・사비 외국인유학생 입시 

대학원 정보이공학연구과 
・박사전기과정 
・박사후기과정 
・연구생제도 



정보이공학역（学域）　사비 외국인유학생 입시 

※「학역」은 일반 대학의 학부에 해당합니다. 

●입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URL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http://www.uec.ac.jp/admission/ie/exam_international.html 

●원서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학생 모집 요항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이후에 입수 가능합니다.)　입시자료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uec.ac.jp/admission/ie/request.html　을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원은 일본국내에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입시 일정 (웹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모집요항배부(예정)：11월상순 
출원기간：1월 중순 
출원은 일본국내에서 등기우편으로만, 출원기간 내 도착, 입시과에 직접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므
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2월25일　학력시험，27일　면접 
합격발표：3월6일 

선발방법
　일본유학시험,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력시험, 면접시험, 출신고등학교 내신성적, TOEFL 또
는 TOEIC성적을 종합해서 선발 합니다. 

●일본어유학시험 
과목：일본어, 이과（물리,화학）,수학（코스2） 
（이과, 수학의 출제언어는 일본어 또는 영어입니다.  2중1택 가능합니다. 
※일본어유학시험은 6월, 11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쪽을 응시하여도 무관합니다. 6월, 11
월 모두 응시 한다면 고득점의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TOEFL 혹은 TOEIC의성적 
TOEFL 혹은 TOEIC 어느쪽의 수험도 2015년 4월 이후에 치룬 시험 점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
오.  주의: 출원시에 점수 시트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출원을 받지 않습니다. 

１．TOEFL 수험자는Examinee Score Report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TOEFL의 자세한 사
항은  
 http://www.toefl.org/ 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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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TOEIC 수험자는Official Score Certificate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TOEIC의 자세한 사
항은 
 http://www.toeic.org.jp/toeic_en/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대학 학력시험 범위 

※수학과 이과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같은 날 시행되는 본 대학 일반 입시 시험과 같습니다. 
※과거 5년간 입시문제는 아래에서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시험 제외). 
 http://www.uec.ac.jp/admission/ie/exam.html 

검정료,입학료 및 수업료
 검정료 : 17,000엔(출원 하실 때 납부) 
 입학료 : 282,000엔 
 수업료 : 267,900엔(6개월분) 
※년간 수업료 : 535,800엔. 
※납부 하신 수업료, 입학금은 환불 불가. 
※검정료, 입학금, 수업료의 금액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과목 과목 시험시간 비고 배점

수학
수Ⅰ･수Ⅱ･수Ⅲ･
수A･수B

120분
수Ⅰ、수Ⅱ、수Ⅲ、수A：전범위 
수B：「수열」、「백터」

200점 

이 과

물리기초・물리 
화학기초・화학 
(물리・화학 두 
과목은 필수)

120분
물리기초・물리・화학기초・화학의 
모든 범위

100점 
(물리 60 점,  
화학 40 점) 

일본어 75분 기초적인 일본어문제　출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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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보이공학 연구과　박사전기과정　（博士前期） 

●자세한 입시정보는ＨＰ을 참조 해 주시길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exam.html　（일본어） 
 http://www.uec.ac.jp/eng/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　（영어） 
　입시일정에 관해서는 이하의ＨＰ을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일본어） 
 http://www.uec.ac.jp/eng/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　（영어） 

●출원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모집요항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자료 요청방법에 관해서는、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request.html　（일본어）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모집요항은 일본어입니다. 또 전공과목의 시험은 일본어로 시행
됩니다. 

●출원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지망전공의 희망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본대학의 ＨＰ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f.arc.uec.ac.jp/labsearch/（일본어） 
 http://www.uec.ac.jp/education/graduate/faculty_member.html （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lang=en （영어） 

●출원은、일본국내에서만가능합니다. 출원서류의 제출방법은이하의2종류뿐입니다. 
 ①본대학入試課창구에직접제출 
 ②일본국내에서 등기우편발송 

Ⅰ．입시일정의 개요　（１０월입학 또는 내년 4월 입학） 
 출원접수기간：７월 하순 
 학력시험・면접：８월 중순 
 합격발표：９월 중순 

　내년 스케쥴은 만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은「일반입시」 
입니다. 

Ⅱ．선발방법 
　학력시험（영어・전공과목）、면접시험、제출서류를 종합해서 선발합니다.　이하는 금년도 
정보입니다. 내년도 정보는 ＨＰ에서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영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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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시험은,TOEFL또는TOEIC의점수에 의해서평가합니다. TOEIC또는TOEFL (PBT), 
TOEFL (iBT) 의공식테스트 점수입니다. 점수는 본대학 입학시험날로부터  2년전 이후(유효기
간내)에 시행된 시험 점수부터 인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집 요항을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점수 원본은 반납되지 않습니다. 
※TOEIC 또는 TOEFL 점수는 출원 서류이기 때문에 지정한 날짜에 제출 하지않을 경우에는 출
원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TOEIC IP테스트, TOEFL IPT테스트등은 단체테스트 점수의 제출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２．전공과목（400점） 
　시험내용은 전공에 따라 틀립니다. 모집요항을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３．면접시험（100점） 

Ⅲ．검정료,입학료 및 수업료 
 검정료 : 30,000엔(출원 하실 때 납부) 
 입학료 : 282,000엔 
 수업료 : 267,900엔(6개월분) 
※년간 수업료 : 535,800엔 
※납부 하신 수업료,입학금은 환불 불가 
※검정료,입학금,수업료의 금액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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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보이 공학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 （博士後期） 

●자세한 입시정보는ＨＰ을 참조 해 주시길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exam.html　（일본어） 
 http://www.uec.ac.jp/eng/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　（영어） 

　입시일정에 관해서는 이하의ＨＰ을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일본어） 
 http://www.uec.ac.jp/eng/admission/ie_graduate/schedule.html　（영어） 

●출원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모집요항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자료 요청방법에 관해서는、 
 http://www.uec.ac.jp/admission/ie_graduate/request.html　（일본어）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원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지망전공의 희망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에게 연락을하시길 바랍
니다. 연락처는 본대학의 ＨＰ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f.arc.uec.ac.jp/labsearch/（일본어） 
 http://www.uec.ac.jp/education/graduate/faculty_member.html （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lang=en （영어） 

●출원은、일본국내에서만가능합니다. 출원서류의 제출방법은이하의2종류뿐입니다. 
　①본대학入試課창구에직접제출 
　②일본국내에서 등기우편발송 
    

Ⅰ．입시일정의 개요 
　내년 스케쥴은 만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８월입시　---４월입학・１０월입학　＞ 
※４월・10월입학의　동시출원이　불가능 합니다． 
 출원접수기간：７월하순 
 구술시험：각 전공과에 의해 지정된 날짜（8월중순） 
 합격발표：９월 중순 

＜２월입시　---４월입학＞ 
 출원접수기간：1월상순 
 구술시험：각 전공과에 의해 지정된 날짜（1월하순～２월상순） 
 합격발표：２월하순 

Ⅱ．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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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구술시험,제출서류를 종합해서 선발합니다.이하는 금년도정보입니다.　내년 정보에 관
해서는 HP를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영어 
　영어시험은,TOEFL또는TOEIC의점수에 의해서평가합니다. TOEIC또는TOEFL（PBT）、
TOEFL（iBT）TOEFL(iBT)의공식테스트 점수입니다. 점수는 본대학 입학시험날로부터  2년
전 이후(유효기간내)에 시행된 시험 점수부터 인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집 요항을 확인 해 주
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점수 원본은 반납되지 않습니다. 
※TOEIC 또는 TOEFL 점수는 출원 서류이기 때문에 지정한 날짜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TOEIC IP테스트, TOEFL IPT테스트등은 단체테스트 점수의 제출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２． 구술시험 
 전문학력,석사논문,연구계획서에 관한 구술시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서는 일본어 능력에 관한 구술시험도 실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희망지도교임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Ⅲ．검정료,입학료 및 수업료 
 검정료 : 30,000엔(출원 하실 때 납부) 
 입학료 : 282,000엔 
 수업료 : 267,900엔(6개월분) 
※년간 수업료 : 535,800엔 
※납부 하신 수업료,입학금은 환불 불가 
※검정료,입학금,수업료의 금액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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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공학연구과　연구생에 관해서　（研究生制度） 

●「연구생」은、정규학생이아니기때문에.본대학의지도교관의 지도아래에연구가가능합니다.단
위의취득, 학위의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출원 하실 때에는、지도를 희망하는 본대학의 교임에 연락을 취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
다. 
　교임의연락처에 관해서는 이하의ＨＰ를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cf.arc.uec.ac.jp/labsearch/（일본어） 
 http://www.uec.ac.jp/education/graduate/faculty_member.html （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일본어） 
 http://kjk.office.uec.ac.jp/scripts/websearch/index.htm?lang=en （영어） 

●출원하실때에는 본대학의 관계창구에 직접서류를 제출, 검정료를 납부 하시는것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우편으로 접수는 불가 합니다.국외 출원은、일본국내 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가능
합니다. 

●자세한 출원정보는 이하의ＨＰ를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etc-system/ 

●연구기간은、당해３월까지입니다. 당해3월이후에도 연구를 계속 하실 경우에는 「연구기간연
장」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정료、입학비 와 수업료 
 검정료　9,800엔（출원을제출하실 때 납부） 
 입학금　84,600엔 
 수업료　178,200엔（ 반년분） 
※납부하신 검정료,입학금,수업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검정료,입학금,수업료의금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기도중에,대학원입학및 개인사정에 의해 연구생을 퇴학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중지서류
를 제출해야합니다. 연구활동을 하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유학비자로 일본에 체류 하는 것은 법률
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재적조회하여 퇴학처분을 실시합니다. 

출원기간의개요 
＜４월입학＞ 
　출원기간：　 
 국외출원  11월경 
 합격발표통지서 ２월 
 ※ 우송에 의한 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국외 출원은 일본에있는 대리 人 의해 출원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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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원  １월상순 
 합격발표통지서 ２월 하순 

＜10월 입학＞ 
　출원기간： 
 국외출원  ６월경 
 합격발표통지서 ７월하순 
 ※ 우송에 의한 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국외 출원은 일본에있는 대리 人 의해 출원하십시
오. 

 국내출원  ８월상순 
 합격발표통지서 ９월 상순 

출원서류 
　이하의ＵＲＬ을 참조해 출원서류를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uec.ac.jp/admission/etc-system/ 
※ 원서（願書）와 지도 교수 확인서（指導教員確認書）는 연구지도 교수의 승인 표가 필요합니
다. 연구지도 교수의 승인이없는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발방법 
　서류심사 

서류심사결과통지 
　합격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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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Electro-Communications 国立大学法人電気通信大学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ISO)　国際課留学生交流係 

Address:　1-5-1 Chofugaoka, Chofu-shi, Tokyo, JAPAN  182-8585 
〒182−8585　東京都調布市調布ヶ丘1-5-1 

Email: iso@office.uec.ac.jp,   Phone: +81-42-443-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