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쿠리쿠대학유학생별과(1 년제일본어코스)모집요강 

 

유학생별과                                    

이 과정은 종합적인 일본어능력의 습득과 일본사정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주로 

일본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업 기간은 1년으로, 

4월에 개강하고 이듬해 3월에 수료한다. 

 

１．출원자격 

  (1) 외국국적을가진자로, 다음의각항목의어느한가지에해당하는자. 

① 외국에서정규학교교육 

12년간의과정을수료한자,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문부과학대신이지정한자. 

① 본학교에한해서, 

상당한연령에달하고고등학교를졸업한자와혹은그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

자. 

 (2)｢일본어능력시험｣Ｎ5(구４급)상당이상또는｢J.TEST｣E급이상의일본어능력을가진자, 

또는 150시간이상의일본어학습을수료한자. 

   (3)입학시에만 18세이상인자. 

２．입학시기   

4월、9월 

３．모집정원 및심사방법 

모집 정원 

심

사 

방

법 

시험 내용 비 고  

유학생별과 

(사전교육과

정) 

80 

① 

9 월입학생일본어필기(Ｎ3-Ｎ４급 정도의문제) 

4 월입학생일본어필기（Ｎ3-Ｎ4 급 정도의문제） 

하나의국가 ・ 지역의  

지원자가 10명이상일  

경우.보증인에게도면

접을 시행하므로, 

시험당일은반드시 

보증인과 동행할 것. 

작문(모국어) 

면접(모국어) 

② 
서류심사,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인터넷전화온라인 인터뷰 

하나의국가 ・ 지역의  

지원자가 10명이하일  

경우. 

４． 출원방법및출원서류 

(1) 아래의 출원서류를 본대학 국제교류센터까지서류우편발송 혹은 지참해 주세요. 

① 입학지원서(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Ａ) 

② 보증서(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Ｂ) 

보증인은,학생의 재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일신상 및 재학중의 경비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한 자일 것.(외국인 가능, 학생 불가) 

③ 건강진단서 (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Ｃ) 

④ 최종학력 (고교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⑤ 최종학력 (고교이상)의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사진 3매 (상반신, 모자 탈의, 세로４cm×가로３cm, ３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성명을 기입하여 입학지원서(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Ａ)에붙혀주십시오.) 



⑦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예금증서의 복사본이나 예금통장의 전체페이지의 복사본 등, 

예금이나 자산을 표시하는 서류 

⑧ 사진４매 

⑨ 수신명카드(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D) 

※1출원자격을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출원서류에 부족함이 있는경우는 출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2한번 제출한 서류・검정료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3호쿠리쿠대학소정용지Ａ～D에 대해서는복사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쿠리쿠대학의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http://www.hokuriku-u.ac.jp/department/jlc/exam.htmll 

http://iec.hokuriku-u.ac.jp/ch/18.html  (중국어) 

※4 출원서류의 사본은 각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검정료 

검정료 10,000엔을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시험장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口 座 名 
Account Name 

HOKURIKU UNIVERSITY                      （学校法人北陸大学） 

銀 行 名 
Bank Name 

SUMITOMOMITSUI BANKING 

CORPORATION . 
（三井住友銀行） 

支 店 名 

Branch Name 
KANAZAWABRANCH （金沢支店） 

住  所 
Address 

7 SHIMOTSUTSUMI-CHO, KANAZAWA, 

ISHIKAWA,JAPAN  920-0917  

(〒920-0917 日本国石川県

金沢市下堤町 7) 

口座種類 
Account Type 

SAVINGS ACCOUNT （普通預金） 

口座番号 

Account No. 
366-6418614  

Swift Code SMBCJPJT  

北陸大学住所 

University Address 

1-1 TAIYOGAOKA, KANAZAWA, 

ISHIKAWA, JAPAN 920-1180 

（〒920-1180日本国石川県 

金沢市太陽が丘 1-1） 

北陸大学電話番号 
University Tel. No. 

+81-(0)76-229-2626  

 

５．입학시험일정   

   출원기간 시험일 합격발표 접수기한 

2023년 9월입학 2023.05.08   

～2023.05.26 

2023.06 

상순～중순 
시험 후 2주간 

이내 

2023.07.10 

2024년 4 월입학 2023.09.18  

～2023.10.20 

2023.11 

상순～중순 
시험 후 2주간 

이내 

2023.12.08 

2024년 4 월입학 

※추가모집 

2023.11.01   

～2023.12.25 

2024.01 

상순～중순 
시험 후 2주간 

이내 

2024.02.05 

  ※추가모집은정원이 비어있는 경우에만 모집합니다. 

 

６．합격발표  원서에 적힌 주소로 우편발송 또는 E-mail로 통지. 개인적으로 

문의할때에는성명을 기입하여E-mail로 문의. 전화문의는 불가. 

 

http://www.hokuriku-u.ac.jp/department/jlc/exam.html
http://iec.hokuriku-u.ac.jp/ch/18.html


７．입학수속서류 및 납입금 

 (1) 합격자는 입학수속기한까지 아래의 입학수속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서약서（본학소정용지） 보증인이 자필로 작성. 

2 신상조서(본학소정용지） 본인이 자필로 작성. 

3 이력서（소정용지,２매１조）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졸업증명서의 공증서 

졸업증서의 복사본을 반드시 넣을것. 

중국 이외의 지역 학생은 제출할 필요 없음. 

5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성적증명서의 공증서 

중국 이외의 지역 학생은 제출할 필요 없음. 

6 일본어능력 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인정서｣나 일본어학교의 

｢학습기간증명서｣등, 일본어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7 경비지불증（소정용지） 경비지불자가 서명한다. 

8 경비지불자와본인의관계증명 호적 등. 중국은｢친족관계공증서｣와｢호구본｣전항 복사. 

9 경비지불자의 재직증명서 회사발행의 수입증명 혹은 영업증서 등. 

10 경비지불자의 수입증명서 최근 3년간의 수입증명, 납세증명 등. 

11 경비지불자의예금잔고증명서 외화 혹은 국내통화의｢잔고증명서｣ 

12 예금증서・통장 복사본 11의｢잔고증명서｣에 대응하는 예금증서・통장의 복사본. 

13 여권의 복사본  

14 기타,요구하는 자료  

※자료가 일본어와 영어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의 번역이 필요 

 

(3) 납입금 입학금 : 5만엔 

        수업료 : 1년코스 70만엔 

※재류자격이 허가되지않는 경우는 납입금을 반환합니다. (송금수수료는 학생부담) 

 

８.자격 취소 

(1)입학수속 기간내에 입학수속금의 납입하지 않는 경우,합격을 취소합니다. 

(2) 출원서류 또는 입학수속서류에 위조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９．입학사퇴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는 지정기일까지수속하여주십시오.기일까지 수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송금수수료는 학생부담 

10．출원처 및상담처 

호쿠리쿠대학국제교류센터 

〒920-1180日本国石川県金沢市太陽が丘１-１ 

TEL：＋81-76-229-2626 FAX：＋81-76-229-0021 

E-mail：iec@hokuriku-u.ac.jp 

 

호쿠리쿠대학 http://www.hokuriku-u.ac.jp/ 

유학생별과 http://www.hokuriku-u.ac.jp/department/jlc/index.html 

가나자와시 소개（각국어）http://www4.city.kanazawa.lg.jp/kankou/index.html 

You Tube 영어：https://www.youtube.com/watch?v=9a1LztPGMig 

You Tube 중국：https://www.youtube.com/watch?v=I2GAdBsUrrk 

※국제교류센터는 일본어와 영어,중국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mailto:iec@hokuriku-u.ac.jp
http://www.hokuriku-u.ac.jp/department/jlc/index.html
http://www4.city.kanazawa.lg.jp/kankou/index.html
https://www.youtube.com/watch?v=9a1LztPGMig
https://www.youtube.com/watch?v=I2GAdBsUr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