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개시와  재해대책  따른 질의응답（FAQ)

NO 대상자 질문 답 정보 확인일

33 일반학생/피해학생
/외국인학생

취직내정기업이  지진피해를  입어 내정을 취소한
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학생지원과  취직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4/4/2011

36 일반학생/피해학생
/외국인학생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떻
게 하면 되죠?

학생지원과  교무과에  문의하셔요 .
4/4/2011

35 일반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합니다.학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교수나  사무실
과 상담하셔요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각자 자신의 행동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활동
하셔요 . 또한 자원봉사보험 (자연재해타입 )에 가입하고  상해보험이나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자연재해특약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요 .（참조)자원봉사보험
http://www.fukushihoken.co.jp/volunteer/menu.html
피해지역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셔요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전국사회복지협의회  http://www.shakyo.or.jp/saigai/touhokuzisin.html
일본적십자사  http://www.jrc.or.jp/volunteer/index.html 4/19/2011

28
피해학생/외국인학
생

입학금 면제,수업료면제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지원과  경제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10/1/2011

30
피해학생/외국인학
생

휴학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속절차나  기간이 다르기에  소속 학부나 대학원 사무실(혹은 본부 학무담당계 )에 문의하
셔요.우편이나  메일,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10/1/2011

34
피해학생/외국인학
생

해외 혹은 칸사이 시코쿠 큐슈등에  피난하고  있어
서 취직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학생지원과취직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3/28/2011
7 외국인학생 외국인 학생입니다 . 원칙적으로  일본인학생과  동일합니다만 , 「외국인학생란 」을 참고하셔요 . 3/25/2011
17 외국인학생 모국정부로  부터귀국/피난명령이  왔습니다 . 모국정부의  요청에 따르셔요 .요코하마  국립대학은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3/25/2011

18 외국인학생
해외 및 간사이,시코쿠,큐슈등 지방의 친구집에
피난하고 있습니다.언제쯤 귀환하면 됩니까?

저희대학은  예정대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 귀환이 늦어질것  같으면 소속 대학사무실이나
본부 학무담당계와  상담해 주십시요 .재입국 관련은 No.19를 참조하셔요 .

3/28/2011

19 외국인학생
재입국 수속을 하지 않고 출국했습니다 .어떻게 하
면 좋습니까?

본국의 일본대사관에서  재류자격인정서  교부를 신청하셔요 . 특별조치로  수속이 간소화되
고 최단시간에  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3/28/2011

20 외국인학생
유학비자가  귀국중에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국의 일본대사관에서  재류자격인정서  교부를 신청하셔요 .
3/25/2011

23 외국인학생
올해 수업료는  언제까지  납입하면  됩니까? 요코하마에  돌아오는  즉시 납입해 주십시요 . 납입유예조치가  있습니다 .학생지원과  경제지

원계　gakusei.keizai@ynu.ac.jp　에 상담하셔요 .
4/4/2011

24 외국인학생
지진으로  피난하고  있어서 수업을 받을수 없습니
다.단위의 추가인정은  있습니까?

사정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합니다.
3/25/2011

26 외국인학생
지진후 아파트를  비워두었습니다 . 집세 독촉을 받
을 것 같습니다 .

민간 아파트에  사는 학생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와  연락해서  상담하셔요 .미네자와  국제

교류회관이나  유학생회관에  사는 학생은  학생지원과학생지원계에 , 오오카  인터내쇼날  레
지덴스에 사는 학생은 이치이 코포레이션에 , 각각 연락상담하셔요 . 4/4/2011

27 외국인학생
아파트에  사물을 놓아준채  귀국했습니다 . 민간 아파트에  사는 학생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와  연락해서  상담하셔요 .미네자와  국제

교류회관이나  유학생회관에  사는 학생은  학생지원과학생지원계에 , 오오카  인터내쇼날  레
지덴스에 사는 학생은 이치이 코포레이션에 , 각각 연락상담하셔요 . 4/4/2011

29 외국인학생
국비유학생입니다 . 재적확인  사인을 할 수 없습니
다.

반드시 학생지원과경제지원계에  연락하셔요 .
3/28/2011

38 외국인연구자
예정되어  있는 대학주최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주최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만일에 대비해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요 .그외의 학회
등은 각 주최자에 문의하셔요 . 3/2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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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인연구자

숙사는 마련됩니까? 대학소유의  외국인 연구자숙사와  오오카 인터내쇼날  레지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
한 사항은 여기에 문의하셔요 .
총무부국제과 kokusai.koryu@ynu.ac.jp

3/25/2011

11 피해학생
특별조치가 있습니까? 수업료 ,장학금등의  특별조치가  있습니다 . 대학HP를 보시거나  학생지원과에  문의해  주셔

요.
http://www.ynu.ac.jp/hus/koho/2463/detail.htm 3/25/2011

12 피해학생 수업료면제조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 학생지원과경제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3/28/2011
13 피해학생 장학금지원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 학생지원과경제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3/28/2011
14 피해학생 숙사지원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 학생지원과경제지원계에  문의하셔요 . 3/28/2011

41 그 외의 상황
지진,츠나미 피해는 있습니까? 요코하마국립대학에서는  서가의 책이나 약품이 떨어진적은  있습니다만 , 건물붕괴나  인적

피해는 없습니다 . 4/4/2011

42 그 외의 상황
여진은 아직도 계속됩니까 ? 전력사용제한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기상청사이트를  참조하셔요 .지진에 대해

서는 http://www.jma.go.jp/jp/quake/츠나미는 http://www.jma.go.jp/jp/tsunami/ 10/1/2011
43 그 외의 상황 방사선 영향은 있습니까? 방사선 레벨은 매일계측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사이트를 참조하셔요 3/28/2011

44 그 외의 상황
생활필수품은  입수가능합니까 ? 현시점에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신정보는  소비자청  사이트를  참조하셔

요.http://www.caa.go.jp/index.htm 4/19/2011

45 그 외의 상황
수도물은  마실수 있습니까? 매일 계측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수도국  사이트를  참조하셔요

http://www.city.yokohama.lg.jp/suidou/ 3/28/2011

46 그 외의 상황
정전은 있습니까? 전력사용 제한은 해제되였습니다 .최신 정보는 동경전력  사이트를  참조하셔

요.http://www.tepco.co.jp/index-j.html 10/1/2011
48 그 외의 상황 요코하마의  현황을  전해주는 HP는 있습니까? 요코하마시의  HP를 참조하셔요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 3/25/2011

기타정보는  여기를 참조
49 학내연락처 전화연락은  평일9:00～17:00（12:45～13:45,국제과12:00～13:00는 제외）에 부탁합니다 . 3/28/2011

국제과국제기획계 　045-339-3036　kokusai.kikaku@ynu.ac.jp 3/25/2011
학생지원과후생계 　045-339-3116　gakusei.kosei@ynu.ac.jp 3/25/2011
학생지원과 학생지원계 045-33-3134  gakusei.gakusei@ynu.ac.jp 10/1/2011

학생지원과  경제지원계045-339-3112　gakusei.keizai@ynu.ac.jp 3/25/2011
학생지원과  취직지원계　045-339-3117　gakusei.shushoku@ynu.a.cjp 3/28/2011
교무과 학무계045-339-3106　kyomu.gakumu@ynu.ac.jp 3/25/2011
입시과　045-339-3121,3123　nyushi1@ynu.ac.jp 3/25/2011
교육인간과학부  학무제1계(학부)　045-339-3259　edu.gakumu1@ynu.ac.jp 10/1/2011

교육인간과학부  학무제2계（대학원）　045-339-3260　edu.gakumu2@ynu.ac.jp 10/1/2011

교육인간과학부  입시계　045-339-3261　edu.nyushi@ynu.ac.jp 3/25/2011
사회과학계사무부  학무제1계（경제학부）　045-339-3508　int.gakumu@ynu.ac.jp 3/25/2011
사회과학계사무부  학무제2계（경영학부045-339-3663　int.gakumu2@ynu.ac.jp 3/25/2011
사회과학계사무부  대학원계（국제사회과학연구과 ）　045-339-3659　int.daigakuin@ynu.ac.jp

3/25/2011
사회과학계사무부  법과대학원계 （국제사회과학연구과 ）　045-339-3660　int.houka@ynu.ac.jp

3/25/2011
이공계대학원등  사무부 교무계（공학부 ,이공학부）　045-339-3814　eng.kyomu@ynu.ac.jp 3/25/2011
이공계대학원등  사무부 입시계　045-339-3821,3822　eng.nyushi@ynu.ac.jp 3/25/2011
이공계대학원등  사무부 대학원 공학부계　045-339-3817　eng.daigakuin@ynu.ac.jp 3/25/2011
이공계대학원  사무부 대학원 환경정보학부계 045-339-4425　kankyojoho@ynu.ac.jp 3/25/2011
이공계대학원등  사무부 대학원도시이너베이션학부계 　045-339-3816　riko.kyomu@ynu.ac.jp 3/25/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