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도 

유학생 모집요항 

2021년도 4월 입학

2021년도 9월 입학

메이케이학원고등학교



１．원서접수부터 입학까지의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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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인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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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입학 원서접수개시

• 유학비용납부

• 유학VISA신청

• 체류자격인정 발급

• 유학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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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원서접수에 대하여 

１) 입학자격（MG코스/IB코스/1 년코스유학생 공통）

・2006 년 4 월 1 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2021 년 입학일까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혹은 중학교 졸업 예정）

・9 년간의 교육을 마친 학생（또는 수험시에 수료예정자）

※12 개월간의 일본어 학습을 한 증명서가 있는 학생

２) 원서접수기간

2021 년 4 월 입학  2020 년 10 월１일 ～ 12 월 12 일

2021 년 9 월 입학   2021 년 5 월 6 일 ～ 6 월 11 일 (예정)

３) 필요 서류

◎원서 (소정양식)

◎유학목적 및 진로계획 (소정양식, 학생 본인이 작성)

◎중학교 성적증명서（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도 필요）

◎어학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일본어능력시험、TOEFL、IELTS、TOEIC 등）

◎여권 사본

◎아래 「4.제출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４) 원서제출방법

원서는 한국입학상담소에 제출해 주세요.

한국입학상담소: (주)해외교육사업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두산 709호

TEL : 02-552-1010 FAX : 02-552-1062 E-mail : hedc@hed.co.kr

３．입학시험에 대하여 

１） 시험일

➀ 2021 년 4 월 입학

제1회: 12월 12일(토), 제2회: 12월 19일(토)

※상기 일정 이후에는 수시 시험을 예정. 상의 바랍니다.

② 2021 년 9 월 입학

2021 년 5 월 ～ 6 월에 수시로 실시, 실시일은 상담 후 결정. 

２) 시험내용（MG코스/IB코스/１년코스유학생 공통）

➀ 필기시험

・영어（50 분 100 점）및 작문（30 분・영어 혹은 일본어）

※영어 자격증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50 분 100 점）단, 1 년 유학코스는 불필요

・필기시험은 한국입학상담소에서 실시합니다.

mailto:international@meikei.ac.jp


※B2 레벨의 영어실력（iBT  70 이상, IELTS 5.5 이상의 공식 점수 필요）이 있으면 영어시험

면제. 사전에 점수를 알려 주십시오. 또한 인터내셔널 스쿨 등 영어가 학습언어인 

학교출신의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문제는 영어로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② 면접시험

・개인면접（약 30 분）. 수험생의 어학실력에 맞춘 영어 혹은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면접은 한국입학상담소에서 Zoom을 사용한 면접 또는 대면 면접을 합니다.

※원칙은 보호자 동반면접 (한국어 통역원이 배치됩니다.)

・서류심사

・ 원서, 유학목적 및 진로계획, 중학교 성적증명서, 어학실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유학목적 및 진로계획의 서류는 자필로 기입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재학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모두 필요합니다.

4．제출서류

출원시에 원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① 경비지출서（지정양식）

② 경비지출자의 재직증명서（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원본）

③ 경비지출자의 수입증명서（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원본）

④ 경비지출자와 유학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원본）

⑤ 경비지출자의 은행잔고증명서（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원본）

※최저 1 년간의 유학비용（학비＋기숙사비 등）상당의 금액(300만엔 이상)이 잔고로 남아 있
는 것.

⑥ 사진 8장（4cm×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착용 금지, 무배경）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재학증명서（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고등학교 재학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모두 필요.

⑧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학교장의 날인 혹은 서명이 있는 것.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모두 필요.

3) 선고료 (원서접수료)

・20,000엔(출원시에 한국입학상담소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

지 않습니다.

4) 합격발표

・시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입학상담소를 통해 본인에게 연락.



⑨ 12 개월의 일본어학습 증명서（원본）(아래 해당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간 일본어학습이 있는 성적증명서에 2학기분의 성적이

기입되어 있는 것.

※어학원(학원), 교육기관, 통신학습기관 등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학습시간, 이수

한 코스의 내용이 명기된 것.

※학습이력이 없거나 12개월보다 짧은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5．유학비용 

１）유학비용 일람

  입학금 250,000 엔 

  시설비 160,000 엔 합계 650,000 엔 

  기숙사비 240,000 엔 

・입학금（250,000 엔）은 합격 후 10 일 이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입금이 확인된

후,체류자격 인정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수업료 등과 함께 체류

자격인정 발급 후 지불해주십시오.

교복비 등

※입학납부금, 교복비 등은 입학한 첫 해만 지불합니다.

※１년코스 유학인 경우, 입학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95,000

４월입학・９월입학 공통입학시에 드는 비용

입학납부금

출원료(원서접수비)

¥650,000

¥20,000

※ 9월 입학생은 1년반의 학비를 납부합니다.

２)유학비용 내역

①입학시 납부금（등록료） 650,000 엔

・첫 해만 지불합니다.

・메이케이학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하여 졸업인정을 받거나, IBDP 의 인정을 받기 

위한학생은 지불합니다. 1 년코스의 유학생은 불필요합니다.

・입학시 납부금（등록료）650,000 엔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MG코스 IB코스 MG코스 IB코스

¥974,800 ¥1,544,800 ¥580,300 ¥912,800

¥2,153,800 ¥2,723,800 ¥1,268,100 ¥1,600,600

¥399,000

¥16,400

¥330,000 ¥192,500

¥9,900¥17,000

¥120,000

¥28,000

4월입학 9월 입학 첫 해 추가비용
１년간의 유학비용

합계

수업료

기숙사비

침구대여비

교재비

국민건강보험

기숙사 식비

¥684,000

¥70,000



・입학 전에 입학을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교복・운동복 등  95,000 엔 

・첫 해만 지불합니다

・비용은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교복자켓, 바지(혹은 스커트), Y 셔츠, 여름용 폴로셔츠, 스웨터, 조끼, 넥타이(혹은 리본),

배지, 지정된 신발, 실내화, 운동복(상하), T 셔츠, 반바지. 추가로 주문하는 경우는 개인

부담입니다.

③ 출원료(원서접수료)  20,000 엔 

・원서접수료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만 합격 출원시에 납부합니다.

④ 연간수업료 MG 코스・1년코스 994,800 엔 IB 코스 1,564,800 엔 

・ 2021 년도의 연간 수업료입니다. 체류자격 인정 후 10일 이내에 지불해 주십시오.（체류자

격의 인정은 수험 후 약 30 일 ～ 70 일 걸립니다）

・ 입학 후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아래의 수업료가 추가됩니다；

MG 코스 580,300 엔  IB 코스 912,800 엔

⑤ 기숙사비 684,000 엔 (모든 코스 공통)

・2021 년도의 연간 기숙사 체재비용입니다.

・방은 원칙적으로 2 인 1 실입니다. 기숙사에는 책상, 책장, 침대, 옷장, 전기스탠드가

개인부품으로 대여됩니다. 공용설비로써 냉장고, 전자렌지, 에어컨, 전기포트, 냉수기,

화장실(양식), 샤워실(대욕장, 개인샤워, 헤어드라이어 완비),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7 개월분의 기숙사비 399,000 엔이 추가됩니다.

⑥ 기숙사 식비 330,000 엔 (모든 코스 공통)

・2021 년도의 8 월을 제외한 기숙사에서의 연간 급식비（아침、점심、저녁 3 식）입니다.

・8 월은 여름방학으로 기숙사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식사 횟수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도중에 자퇴 및 퇴학하는 경우는 퇴학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환불됩니다.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7 개월분의 식비 192,500 엔이 추가됩니다.

⑦ 기숙사 침구대여비 28,000 엔 (모든 코스 공통)

・1 년간의 침구대여비입니다.

・1 주일에 1 회 침대시트를 교환합니다. 또한 연간 3 회 침구를 교환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침구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하는 침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7 개월분의 침구대여비 16,400 엔이 추가됩니다.

⑧ 교재비  120,000 엔 

・2021 년도의 연간 교재비입니다.

・MG 코스・1년코스, IBDP 코스 공통입니다만,  IB 코스에 한하여 별도 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중에 자퇴 및 퇴학하는 경우는 남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7 개월분의 교재비 70,000 엔이 추가됩니다.

⑨ 국민건강보험 17,000 엔 (모든 코스 공통)

・2021 년도의 연간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수업료 등과 함께 지불해 주십시오.

・9 월 입학의 경우는 첫 해에 7 개월분의 국민건강보험료 약 9,900 엔이 추가됩니다.

３）지불 방법

지불은 아래의 은행에 송금해 주십시오. 카드결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BANK NAME: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WIFT: SMBCJPJT) 

BRANCH NAME: TSUKUBA BRANCH 

ADDRESS: 5-19, Kenkyugakuen, Tsukuba-shi, Ibaraki, 305-0817 Japan 

tel: +81-29-855-9621 

ACCOUNT NAME: MEIKEI HIGH SCHOOL 

ACCOUNT NO.: 244-0146545 

ADDRESS: 1-1,Inarimae, Tsukuba-Shi, Ibaraki, 305-8502 Japan 

tel:+81-29-851-6611 

４）그 외의 임의 비용

① 연수여행

・고교 2 년생은 호주로 연수여행이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호주 연수여행 혹은 유학생을

위한 일본국내여행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입시 모의시험 등의 외부시험

・연간 수회에 걸쳐 대학입시 모의시험（외부시험）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희망자만 수험이

가능합니다. 학교외 주최 시험 등은 개인부담입니다.

③ 야간특별 개인지도

・희망자에 따라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과의 개인지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쓰쿠바 대학원생이 지도합니다. 개별지도 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④ 장기휴가 중의 홈스테이 수배비용

・ 희망자에 따라 장기휴가 중에 홈스테이 수배를 유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배업자：㈱넥스테이지・Homestay in Japan). 시기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５）보험제도 

➀ 국민건강보험

・3 개월 이상 체재하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의료비의 70％가 보험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부담은 30％입니다. 

② 학교활동 중 부상 등에 의한 보험

・학교에서는 학교활동 중에 부상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보험료는 교재비에

서징수합니다). 단, 한국에서 임의의 의료,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③ 취학지원금, 장학금

① 취학지원금

・일본정부로부터 2 년간 이상의 유학생은 월 9,900 엔의 취학지원금이 재학기간 중에 지급

됩니다.

입학 후 바로 신청하여 약 3 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학금제도

・일본 국내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메이케이학원에서의 장학금제도는 없습니다.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문의처 

○ 메이케이학원고등학교 유학생센터

주소 : 〒305-0061 茨城県つくば市稲荷前 1-1

메일 : international@meikei.ac.jp

전화 +81-29-851-6611  Fax  +81-29-856-5455

○ 메이케이학원고등학교 한국입학상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두산709호

메일 : hedc@hed.co.kr

전화 02-552-1010 FAX 02-552-1062

홈페이지 : www.hed.co.kr

mailto:international@meikei.ac.jp
www.hed.co.kr
international@meikei.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