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쿠리쿠대학 유학생별과（일본어 과정) 소개 

 

 본학 유학생별과는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일본어 및 일본의 문화지식을 배우고, 국제인으로서의 교양 

을 익힌 인재 육성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1994 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 혹은 일본어실력을 높이고 싶거나 일본체험을 

목표로하는 유학생에게 일본어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시기는 4 월 혹은 9 월로, 반년～최장２년동안 재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식당           체육관               다실 

 

◆교육 

［일본어］ 

문형독해, 작문, 회화청해, 종합연습 과목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４기능을 균형있게 학습합니다. 

［일본문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도 등의 체험형 수업도 이루 

어 집니다. 또, 후기에는 연수여행도 있습니다. 

［Home Room 안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속들의 방법을 설명하거나, 

생활상의 상담이나 대화를 합니다. 

［선택과목］ 

한자나 컴퓨터 등의 교실이 있습니다. 

＜시간표 예시＞ 

 월 화 수 목 금 

09：20～10：20 문형독해 문형독해 작문 문형독해 문형독해 

10：30～11：30 종합연습 종합연습 회화청해 종합연습 종합연습 

11：40～12：40 회화청해 회화청해 안내 회화청해 작문 

13：40～14：40 

※13：40～15：10 

작문 ※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본문화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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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스케쥴 

전기：４월초순～８월초순 

   ・낭독 콘테스트 

   ・연수여행  

후기：９월초순～１월하순 

・일본어 콘테스트 

◆진로 

 □일본에서 대학원,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은 호쿠리쿠대학을 시작으로, 일본전국의 대학원, 

 대학 등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2008-2011 진학실적：대학원（연구생 포함）14 명,대학 175 명 

（호쿠리쿠대학 편입 34 명, 호쿠리쿠대학 105 명, 그 외 36 명）단기대학１명, 전문학교 24 명＞ 

 □일본어실력 상승을 목표로 한 학생은 귀국하여 본래의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새롭게진학 

,취직을 합니다. 

◆장학금 

일본학생지원기구학습장려비（48000 엔/월）、이시카와현장학금（20000 엔/월）、호쿠리쿠대학장

학금（20000 엔/년）등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 

 □생활비는 집세포함 약 70000 엔/월～정도입니다. 

 □주거는 학교기숙사, 주변의 아파트, 이시카와현 운영의 유학생회관 등을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는 학기 중에는 28 시간/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8 시간/일 가능합니다. 

 □일본어교원이나 국제교류센터의 직원이 공부나 생활 등의 상담을 합니다. 

◆호쿠리쿠대학있는 가나자와시에 대해서 

 가나자와는 이시카와현의 현청소재지로, 인구 약 46 만명의 지방도시입니다.「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며 일본스러운 오래된 거리가 남아 전통과 문화가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심부에는 

활기찬 번화가가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여, 여름에는 해수욕, 겨울에는 스키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 

＜가나자와시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 

 

 

 

 

  

 번화가          가나자와성 

 

 

 

 

 

 겐로쿠엔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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