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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샤 대학

NGUYEN THI PHUONG TRANG　씨［베트남 출신］

교토 기업의 
경영 방식은 
무척 흥미로워요

INTERVIEW

STUDY KYOTO 02 03 STUDY KYOTO

POINT

사회과학계

어떻게 교토로 유학을 오게 되었나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본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이왕 가는 거라면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교토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2년간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도 몇 번이나 교토에 와서 

아름다운 관광지와 자연환경 등 교토의 매력을 많이 접했어요. 도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교토의 매력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샤 대학의 MBA 프로그램은 전부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베트남의 대학에서 금융과 재무를 공부했기에, 경제에 대해서 폭넓게 배우고 싶어서 작년부터 도시샤 대학 

비즈니스연구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마즈 제작소, 겟케이칸 등을 

방문해서 경영자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교토 기업들의 경영 방식은 무척 흥미로워요. 

석사 논문의 주제는 '일본 기업의 예의범절'입니다. 고객이나 선배, 동료와 같은 기업 내의 인간관계와 매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토에 와서 좋았던 점이나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멋진 자연환경이에요. 은각사 근처에 살고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산이 보이고 이른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려요. 제일 좋아하는 곳은 가모가와 강이에요. 산책하기에도 좋고, 책을 가져가 독서를 하기에도 

좋아요. 흐르는 물을 보고 있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그리고 교토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데마치 

상점가에 자주 가는데, 단골집도 몇 군데 생겼어요. 가게 사람들이 항상 미소로 대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 유학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고 싶나요?
제 목표는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거예요. 앞으로 베트남에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에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쌓고 싶어요. 베트남에는 자동차나 컴퓨터, 부품 제조사는 물론이고, 유통이나 

서비스업 같은 다양한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약 400곳 이상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0

곳 정도를 골라 인턴십을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베트남에 거점이 있다면 중소기업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경제, 경영, 국제관계, 
사회학 등 폭넓게 사회과학 분야를 배울 수 있다.

교토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 1,000개 이상 존재하며, 
이러한 기업 및 전통 산업 경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토의 대학 중에는 영어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코스도 다수 존재하고 
인턴십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무적인 연구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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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외국어대학

Zhang HaoRan　씨［중국 출신］

INTERVIEW
교토문화일본어학교

CHEN, YING-HAN　씨［대만 출신］

INTERVIEW

일본어학교

인문과학계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졸업 전까지 

JLPT 1급을 따고 싶어요

어떻게 교토로 유학을 오게 되었나요?
엄마가 일본어를 잘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모모타로"나 "아메후리" 같은 일본 동요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와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도 무척 좋아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관심이 생겼죠. 대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취직을 했었는데, 

매년 교토로 여행을 왔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토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교토문화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와 교토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문법과 회화, 독해, 청해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JLPT(일본어 능력시험) 2급 시험을 

쳤는데. 지금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졸업 전까지 JLPT(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따고 

싶어요. 일본 문화 수업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일본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니조성이나 이케다야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교토의 역사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가보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교토에 와서 좋았던 점이나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토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한가운데를 가모가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가장 큰 매력이죠. 높은 건물도 별로 없어서 하늘이 더 넓게 느껴지고, 

노을도 정말 아름다워요. 또 자전거로 통학이나 쇼핑 등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생활도 

편리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어서 유카타를 입고 가모가와 

강을 따라 함께 걸었어요. 관서지방 사투리나 일본의 젊은층들이 사용하는 말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유학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고 
싶나요?
사실 대만에서 6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는 수력 발전용 터빈이나 발전기 시스템을 외국 

기업에서 수입해 대만의 전력 회사에 판매하는 기업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살려 호주의 기업에서 수입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히타치나 미쓰비시, 

도시바와 같은 일본 회사가 강하거든요. 졸업하면 대만으로 돌아가 6년의 경력과 일본어 

실력을 살려 수력 발전 설비를 대만에 판매하는 일본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POINT

이러한 일본어학교에서는 교토의 거리를 캠퍼스 삼아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지역교류프로그램도 활발하다.
교토지역은 일본어학교 학생도 참가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나 취업세미나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충실하다.

POINT

어떻게 일본으로 유학 오게 되었나요?
저는 지린성 창춘에서 태어나  지역의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는 숙모에게 "일본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제가 다니던 

일본어학교 선생님이 교토외국어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도 교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나요?
대학원의 외국어학연구과에서 일본어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첫해는 지금까지 

배운 일본어 문법을 정확히 사용하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회화력 

키우기를 목표로 삼았어요. 올해는 지도교수님과 함께 석사 논문를 준비 중입니다. 논문 

주제는 "중국어 모국어자의 가능표현 오용에 관하여"입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말에 

완성해낼 계획입니다.

유학 와서 좋았던 점,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해는 일본어에 자신이 없어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말을 걸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그 친구 덕분이에요. 또 연구실 창문을 통해 아라시야마를 

보았을 때는 정말 감격했어요. 교토는 풍부한 자연과 더불어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공존하는 

곳임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이 유학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나요?
제 꿈은 중국에서 일본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교인 동북사범대학교 

인문학부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 수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력과 회화력을 균형 있게 갖춘 일본어 교육이 가능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요즘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들을 잘 가르쳐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인재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다도, 
꽃꽂이와 같은 일본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대에도 계승하고 있다.

교토에는 약 20여 곳의 일본어학교가 있으며, 
대학 진학 및 취업,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약 2,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삼은 필드워크를 통해 문학, 
역사학, 문화학, 종교학 등 폭넓은 일본 문화의 영역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



교토대학 iPS 세포연구소

Julia Junghof　씨［독일 출신］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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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자연과학계

재생 의료를 주제로 한 저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iPS 세포 연구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를 
시 작 으 로 ,  지 금 까 지  수 많 은  노 벨 상  
수상자들이 교토의 대학에서 배출되었다.

어떻게 교토로 유학을 오게 되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교토대학 iPS 세포연구소(CiRA)때문이에요. 저는 독일의 본대학에서 의학부와 수학·

자연과학부를 졸업했는데요, 마침 그 해에 야마나카 신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꼭 

세계적으로 유명한 CiRA에서 iPS 세포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대학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교토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었어요. 그때부터 다도나 꽃꽂이, 일본무용 같은 교토의 

전통문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CiRA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는 올봄부터 교토대학 iPS 세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iPS 세포에는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심장 세포의 분화와 이식에 관심이 있어서 재생의료연구실에서 주로 

교수님과 선배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기간이지만, 

올여름부터 드디어 재생 의료를 주제로 한 저의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요.

유학을 와서 좋았던 점이나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실에는 '오픈 랩'이라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플로어가 오픈되어 있어서 연구원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역시 CiRA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고 싶나요?
현재 목표는 내년에 교토대학 의학부대학원에 입학해서 iPS 세포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유럽으로 

돌아가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iPS 세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거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7살 때부터 의사를 꿈꿨습니다. 지금은 재생의료의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iPS 

세포를 사용해 의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의학, 약학, 이학, 공학, IT, 농학 등 폭넓게 자연과학 분야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가 탄생한 곳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교토세이카대학

구영찬　씨 [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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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왕국인 일본에서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디 자 인  및  예 술  계 열

어떻게 일본으로 유학 오게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매우 좋아해서 책대여점에서 빌려 진짜 많이 읽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도라에몽"과 "슬램덩크"가 일본 만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일본에서 만화가가 되기로 

그때 결심했지요. 예술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선생님과 선배 중에 교토세이카대학 졸업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우고 싶어 교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나요?
2011년에 입학했는데 병역의 의무 때문에 이제 만화 코스 4학년이에요. 2학년 때까지는 선과 원을 

그리거나 톤(명암)을 넣는 만화 기초를 배웠고, 3학년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표현력을 익히게 

됩니다. 현재는 졸업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하루에 최소 8

시간이에요. 대기업 출판사에 보낸 축구 만화 "BOFF SOCCER"가  편집자에게 호평을 받아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유학 와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교토가 정말 좋아요. 전통과 현대가 서로 어우러진 곳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매일 감격스러운 일이 가득하지요.

이 유학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나요?
저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흔적을 제 인생에 꼭 남기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만화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이 파리나 밀라노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저는 세계적인 만화왕국인 

일본에서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만화에서 중요한 것은 작풍과 연출, 스토리라는 세 요소인데요, 

사람을 제 작품에 끌어들이는 연출에는 조금이나마 자신이 있어요. 더욱 공부해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POINT

최근에는 디자인,  건축,  영상과 같이 예술과 공학의 융합이 활발하며,  만화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문화 교육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 및 
그 관련 시설이 200곳이 넘으며, 세계적인 예술 관련 박람회가 빈번히 개최되는 등 도시 
전체에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예술 문화 도시로서 
일본미술 및 음악, 전통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예술 계열의 대학이 다수 존재



교토조리사전문학교

ZHANG YIXIANG　씨 [중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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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제 가게를 일식의 

본고장인 교토에 내고 싶습니다.

전문학교

POINT

그 외에도 예술 계열, 언어 계열, 복지 계열, 의료 계열, 조리 계열, 서비스업 계열, IT 계열, 미용 계열, 
엔지니어 계열 등 2~3년 안에 각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학교도 다수 존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식. 
교토는 그 중심지로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교토로 유학을 오게 되었나요?
일본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왕 일본요리에 대해 배운다면 역시 그 본고장인 교토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일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하고 싶었어요. 6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 후에 대학에 진학했었어요. 하지만 역시 요리가 제 길인 것 같아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조리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일식·일본요리 상급과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일식의 기초부터 착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칼 사용법이나 육수 내는 법처럼 아직 기초적인 것이 중심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본요리를 배우며 요리사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기대돼요. 강의에서는 

영양학이나 일본의 요리문화처럼 조리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쉬는 날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어머니와 함께 계란말이나 돼지고기 감자조림 같은 걸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교토에 와서 좋았던 점이나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토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안에는 가모가와 강과 가쓰라가와 강이 흐르고 있어서 

정말 자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요. 제 고향인 중국 남부의 구이린과 자연환경이나 인구 규모도 

비슷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요. 가모가와 

강이나 니시키 시장에 자주 가는데,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점이 기쁩니다.

이 유학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고 싶나요?
중국에는 본격적인 일식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에 와서 그 맛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일본요리가 좋아졌어요. 앞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교토의 요리점에서 경험을 쌓은 뒤, 

언젠가 제 가게를 내고 싶어요. 중국에 돌아가 일식집을 여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장래에 제 가게는 

일식의 본고장인 교토에 내고 싶습니다.



일본 대학 문화의 중심지

다양한 학술 분야를 선도

노벨상 수상자 28명 중 15명

학교 및 학생 수는 2020년 학교 기초 설문 기준, 인구수는 총무성 통계국 데이터베이스(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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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K Y O T O

만화의 본고장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800년 전 

일본 최초의 만화인 "조수인물회화(鳥獣人物戯画)"가 바로 교토에서 

탄생하여 고산사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교토 국제 만화 박물관에는 약 50,000권의 만화가 "만화의 벽"(길이 

200미터 이상)에 전시되어 있어 누구나 작품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직업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일 본  수 도 로 서  교 토 의  역 사  교 토 는  1 0 0 0 년  넘 게  일 본 의  

수도였습니다.

긴 역사에 걸쳐 쌓아온 수많은 문화 자산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고 다도, 꽃꽂이와 같은 전통 장인 기술과 문화가 대를 이어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토는 일상생활에서 일본 문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1000년에 이르는 수도의 역사

인구 대비 학생 비율

교토시

10명 중 1명이 대학생

도쿄 23구

일본 도시 중 최다

5.8%

5.0%

4.8%

1.3%

후쿠오카시

센다이시

오사카시

10.5%

2022 784 7101867

도쿄
155년간

나라
74년간

교토
1083년간

학생들이 해외 연수 장소로 교토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분위기와 역사, 그리고 혁신까지 교토의 모든 

것이 해외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교토에 체재하는 유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 를  들 어 ,  국 민 건 강 보 험  월  납 입 액  보 조 ,  

홈스테이 가족 소개, 주요 문화 시설 무료입장권, 

현장 학습, 문화 체험과 같은 이벤트 초대, 법률 

및 비자 등의 상담과 의료 및 행정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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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마을. 다소 언덕이 

있기는 하지만 시내 대부분은 평지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동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학교 시설은 

물론 시내에 자전거 주차장도 많기 때문에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전거 
도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비해 월세 등의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도 특징입니다.

260만 명이 사는 교토에는 레스토랑과 가게 등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기 1:

일본어 학교

비용 비교

낮은 생활비

(일본 엔)

비
용

임대료

매월 생활비

입학금·수업료 예시

식비

교과서 등

개인 비용

장학금

수
입 아르바이트

해외 자금

□ 국립/공립      입학금 282,000엔 + 수업료 535,800엔

□ 사립(인문계)  입학금 234,991엔 + 수업료 851,764엔

□ 사립(이공계)  입학금 198,061엔 + 수업료 1,289,048엔

□ 입학금 314,860엔 + 수업료 520,160엔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 학교

□ 1년 코스: 700,000엔 ~ 900,000엔(학교에 따라 다름)

    유학생 별과: 550,000엔 ~ 750,000엔(학교에 따라 다름)

※모두 학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총무성 통계국 2020년 소매물가 통계조사 연보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총무성 통계국 2020년 소매물가 통계조사 연보

￥32,000

￥30,000

￥10,000

￥10,000

기타 ￥0

￥0

￥29,000

￥53,000

보기 2:

국립대학(장학금)

￥25,000

￥25,000

￥0

￥10,000

￥22,500

￥120,000

￥0

￥0

보기 3:

사립대학 사회학 시스템

￥50,000

￥20,000

￥15,000

￥15,000

￥6,000

￥0

￥70,000

¥100,000

보기 4:

사립 대학 예술 시스템

￥42,500

￥35,000

￥5,000

￥5,000

￥6,700

￥60,000

￥30,000

￥40,000

유학 동안 주 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과외나 요식업,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다이 마쓰리 행렬 참가나 기모노 입혀 

주기와 같은 교토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당 28시간 이하의 
고용 허용

국제 학생 지원

KYOTO LIFE

여행/인터넷/전화 등

Laila Purnama sari
인도네시아 출신

Omi Tirmare
인도 출신

Lionel Mateos
프랑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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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어가 서툴러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 이  많 은 데 ,  그 럴  때 마 다  친 구 들 과  

선배들에게 뭐든지 물어봐요.

교토는 외국인이 많아서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도와주죠.

저는 교토의 가정식이 좋아요.

채소 중심의 건강한 밥상이거든요.

점심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밥과 반찬 중심의 식문화는 

한국하고 비슷해서 질리지 않아요.

교토에는 사찰이나 전통가옥과 같이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이 곳곳에 있어서 항상 관광을 

온 듯한 기분이에요.

가모가와나 가쓰라가와 등 자연이 풍부한 

하천도 가까이 있어서 그곳에서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요.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버스 회사에 전화하고, 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해서 무사히 찾았습니다. 지갑을 주운 분이 

가져다주셨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중국 친구나 일본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살기 좋은 관서 

지방을 좋아해요.

일본 역사에도 흥미가 있다 보니 

특히 교토를 더 좋아하죠.

교토에 살면서 날마다 그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STUDENTS 
VOICE

남궁 혜진 씨 / 한국 출신

Fitriana Puspita 씨 / 인도네시아 출신

Robin Rauner 씨 / 미국 출신

Jian Li 씨 / 중국 출신

Edouard Decaen 씨 / 프랑스 출신

유학생들의 더 많은 이야기

Study Kyoto Magazine
https://www.studykyoto.jp/magazine/ https://www.facebook.com/studykyoto/

Study Kyoto Facebook

좋아하는 곳은 가모가와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책을 하는데, 가모가와는 단순히 

아 름 답 기 만  한  게  아 니 라  낚 시 나  꽃  

구경처럼 교토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에요. 산조-시조 사이는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죠.

Chonlada Charoenviriyakul 씨 / 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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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f.kyoto.jp/jobpark/ryuugaku.html

유학생 대상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교토 잡 파크의 유학생 대상 서비스

유학생 여러분이 교토의 기업에서 유급으로 실무 체험을 쌓고, 일본의 기업 문화 및 

업무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취업과 활약할 힘을 기르는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급 인턴십이란, 급여를 받으면서 기업의 생생한 현장에서 취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도 대학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실시하는 유학생 대상 취업 활동 지원 

서비스도 많습니다.

유학생 취업 지원 및 교류 커뮤니티
KyoTomorrow Academy
교토에서의 취업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커뮤니티로, 교토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KyoTomorrow Academy에서는 

교토의 전통문화 체험과 기업인과의 워크숍, 취직에 필요한 일본어 지원, 취직 

세미나, 인턴십 등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나 일본 학생과도 교류할 수 있어, 

인맥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사회와 끈끈하게 이어진 충실한 유학 

생활. 그것이 바로 'KyoTomorrow Academy'입니다!

근무처: 교세라 주식회사 / 유학처: 리쓰메이칸대학

Xue Shenghao　씨［중국 출신］

INTERVIEW
POINT

사회인

입사 3년 차의
해외 영업 사원입니다.

유학 와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의 언어교육정보연구과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일본인 학생 및 일본어 교사 의 외국 학생을위한 전문 

교육 과정. 일본어를 더욱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본어 교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일본어 교육의 역사 및 언어학, 

교육학 등 기초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2년차 

때는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 교육 실습을 받았고, 

석사논문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일본어 한자를 학습하는가’

를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유학 경험이 취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일본어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일본에서 중국인 유학생에게 중국인인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학 경험을 살려 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지요. 유학생 세미나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세라에 

취 직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다 언 어  능 력 을  살 릴  수  있 는  글 로 벌  

기업이기도 하고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씨의 저서를 취직활동을 

하기 전부터 읽었고 이 분의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에 취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업무 내용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입사 3년 차의 해외 영업 사원입니다. 프린팅 디바이스 사업본부에서 

잉크젯 프린터의 프린터 헤드를 현지 판매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당 중인 대만, 싱가폴에는 월 1회 출장을 가고 있어요. 특히 대만은 

이전에 담당했던 유럽, 미국에 비교하면 아직 잉크젯 기술력이 높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우선 매출을 올린 뒤 앞으로는 

현지에서 직접 고객과 거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닌텐도, 교세라, 오므론, ROHM, 일본전산 등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첨단기술 기업들이 교토에 모여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업 및 호텔, 문화시설 등의 관광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인턴십이나 경력 박람회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이 충실하여 수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교토에서 
취업하고 있다.

취업 지원



※단기대학, 단기 대학부는 4학년 학부와 설치된 학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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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대학

이케노보단기대학

교토외국어대학·단기 대학

교토간호대학

교토교육대학

교토경제단기대학

교토고카여자대학·단기 대학부

교토공예섬유대학

사가미술대학·단기대학

교토정보대학원대학

교토여자대학

교토시립예술대학

교토세이카대학

교토세이잔단기대학

교토예술대학

교토노트르담여자대학

교토미술공예대학

교토부립대학

교토부립의대

교토분쿄대학

헤이안조학원대학

메이지국제의료대학

류코쿠대학·단기대학부

마이츠루공업고등전문학교

교토대학

리츠메이칸대학

교토산교대학

교토타치바나대학

교토약과대학

도시샤대학

불교대학

하나조노대학

도시샤여자대학

문학 어학 문화학 역사학·지리학 철학·윤리·종교 심리학 고고학·문화재산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상학 사회학 복지학 관광학 국제관계학 이학 공학 정보공학 건축학 농·수산학 의·치학·약학 간호·보건학 교육학 생활과학 예술학 애니메이션, 만화 종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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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모두 해당

일부 코스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있음

→◎
→E

교토의 대학 및 단기대학 목록 SCHOOL SEARCH



유학생 대상 임대 주택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안심하고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속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Kyoto Housing Search
for International Students
京都留学生租房
housingsearch.kyoto

교토 유학을 결정했다면 나에게 딱 맞는 학교를 찾아보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교토 유학정보를 확인하세요.
교토의 생활과 사전 준비, 곤란한 상황 발생 시 대처법과 같은 

최신 정보 업데이트 중!

교토 유학을 결정하신 분도, 아직 망설이시는 분도

교환 유학

자매학교(대학 및 대학원)

일본어 및 일본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일본어 학교

대학의 별과

단기 프로그램(일본어 / 영어)

정규 유학

일본어로 배우기 영어로 배우기

대학 영어 코스

대학원 영어 코스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 학교

대학의 별과

대학 전형

※국비유학 등 장학금을 활용한 유학 정보는JASSO MEXT 의 정보 참조

www.studykyoto.jp
study kyoto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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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HART

교토 소개

각종 수속 방법

주거

생활비

아르바이트

교토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 및 전공 정보

의료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관광지 안내

맛집 정보

쇼핑 및 밤 문화 정보

최신 커뮤니티 정보

OB/OG 인터뷰취직 지원 활동

교토외국어전문학교

분야

○

어학 / 여행 / 
관광 / 
호텔

대중 언론 / 
음악 / 
예능

디자인 / 
사진 / 
예술

게임 / 
멀티미디어 / 

컴퓨터

건축 / 기계 / 
토목 / 
제도 / 

인테리어

이용 / 
미용 / 

헤어 메이크업 / 
에스테틱

보육 / 
교육 / 
복지 / 
의료

영양 / 
조리 / 
제과

교토예술디자인전문학교 ○ ○

교토컴퓨터학원 ○ ○ ○

YIC교토공과대학교

교토YMCA
국제복지전문학교 일본어학과

○

교토영양의료전문학교 ○ ○

교토조리사전문학교 ○

교토제과기술전문학교 ○

교토 호텔 관광 브라이덜 전문학교 ○

닛산교토자동차대학교
○

(자동차 정비)

비즈니스 / 
회계 / 

사회과학

○
(자동차 정비 / 

이륜자동차 정비과)

학교명

전문학교 목록

일본어 학교 목록

ISI랭귀지스쿨 교토교

SCG 일본어 학교

카쯔가쿠쇼인

간사이언어학원

쿄신언어아카데미

교토국제아카데미

교토 아스카 아카데미 일본어 학교

교토문화일본어학교

교토민사이일본어학교

교토레이가쿠국제학원

교토YMCA국제복지전문학교

공익재단법인　교토일본어교육센터교토일본어학교

일본 국제 어학 아카데미

일본어센터

○

○

○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정보기기로 

사람들의 생명·재산·쾌적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토시 시모교구 니시노토인도리 

시오코지사가루 캠퍼스 플라자 교토 안

우: 600-8216

TEL：075-353-9278

www.studykyoto.jp study kyoto Search
유학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