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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留学に必要な試験、資格を調べてみよう！
일본 유학 시 필요한 시험, 자격증을 알아보자!
日本留学の前に必要な試験そして資格を準備しておけば時間的節約できる。次の三つについて、それ
ぞれ使われるところが違うので、優先順位を決めて準備した方が良い。
１．留学生に必要な最も基本的な資格「JLPT(日本語能力検定試験)」は日本での就職、大学進学、編
入そして、時にはアルバイトまでも要求される資格だ。N5 から N1 までレベルが分かれている。外国
人留学生には同様に要求されるが、特に韓国、中国、台湾など漢字を使用する国（漢字圏）には外国
人入学·採用のカットラインとして N2 以上を要求する。
参考: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QQZ96Z
２． 次は EJU 留学生大学入学試験だ。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が外国人留学生で日
本の大学（学部）等への入学を希望する者に対し、日本の大学等において必要とする日本語能力及び
基礎学力の評価を目的として行う試験である。 試験科目は日本語科目、理科（物理·化学·生物）、総合
科目、数学であり、日本の各大学が募集要項上で指定している受験科目を選択して受験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また、出題言語は日本語と英語があり、願書作成の際に選択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この試
験のメリットは、EJU 受験者の中から日本語及び各科目の組み合わせにより成績優秀者を選抜し、彼
らが日本の大学や専門学校に入学すると毎月 48,000 円の「留学生学習奨励費」を支給する制度を実施
している。

参考：http://www.ejutest.com/

3． その次には BJT というビジネス日本語能力試験だ。BJT 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以下 BJT と
いう。
）は受験者が受験時にどれだけの日本語による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持っているか
を測る能力試験である。結果は 0~800 点で採点され、J1+~J5 の 6 段階レベルで評価される。外国人が
日本に入るための「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において、BJT の結果を日本語能力試験と同様に
審査の参考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 *BJT400 点以上=日本語能力試験 N2 以上(=留学ビザ発給対象)
参考：https://www.kanken.or.jp/bjt/about/feature_mer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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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시 필요한 시험, 자격증을 알아보자!
일본 유학 시 필요한 시험 그리고 자격증을 유학을 오기전에 준비해두면 시간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다음 세종류는 각각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1. 모든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 JLPT(일본어 능력 검정시험)은 일본에서 취직,
대학진학, 편입 때로는 아르바이트까지도 요구되는 자격증 시험이다. N5 부터 N1 까지 레벨이 나뉘어져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똑같이 요구되지만 특히,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한자권)에게는 외국인 입학·채용 커트라인으로 N2 이상을 요구한다.
참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QQZ96Z
2. 다음으로는 EJU 유학생 대학 입학 시험이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본의 대학(학부)등으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어능력

및

기초학력의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일본어과목,

이과(물리·화학·생물), 종합과목, 수학이며, 일본의 각 대학이 모집요강 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험과목을
선택해서 수험해야 한다. 또한, 출제언어는 일본어와 영어가 있으며, 원서작성 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의 장점은 EJU 수험자 중에서 일본어 및 각 과목의 조합에 의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그들이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매월 48,000 엔의 ‘유학생 학습장려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http://www.ejutest.com/

3. 그 다음으로는 BJT 라는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시험이다. BJT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이하
BJT)는 응시자가 수험 시에 얼마만큼의 일본어에 의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능력 시험이다. 결과는 0~800 점으로 채점되어 J1+~J5 의 6 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서 BJT 의 결과를 일본어 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심사의 참고로서 활용되고 있다.
*BJT400 점 이상=일본어 능력시험 N2 이상(=유학 비자 발급 대상) 참고: http://www.bjtt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