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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１ 본학의 학부 진학 준비를 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자에게 일본어를 교육함 

으로서 일본사회에 관한 기초지식을 부여한다. 

 ２ 일본연구를 위하여 일본어 학습을 희망하는 자에게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기본지식을 부여하고 이해를 넓힌다. 

 

Ⅱ 특   색 

１ 능력에 맞는 상세하고 자세한 강의를 통해 일본문화뿐만 아닌 여러분야의 지식을 

깊고 알차게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２ 노스아시아대학 유학생별과 수료 후 노스아시아대학(경제학부, 법학부)에 진학 

하는 경우 입학금(20만엔)과 매년 수업료 반액(334,000엔)이 면제됩니다.  

 

Ⅲ 출원일정 

 모집인원 출원기간 전형일 합격발표일 입학수속 입학시기 

후기 30 명 

2020 년 

8 월 3 일(월)～ 

10 월 30일 (금) 

마감일필착 

2020 년 

11 월 6일(금) 

서류전형 

2020 년 

11 월 20일(금) 

우편발송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사본  

확인 후  

3 주 이내  

2021 년 

4 월상순 

 

 

 

Ⅳ 수업연한 

  유학생별과의 수업연한은 1 년입니다. 전기 입학자의 수업기간은 매년 4 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 31 일까지 입니다. 후기 입학자의 수업기간은 매년 10 월 1 일부터 다음해 

9 월 30 일까지 입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1 년에 

한하여 수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Ⅴ 출원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１) 일본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 

(２) 입국시 만 18세를 넘긴 자. 

(３) 해당 국가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문부과학 

대신(일본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 

(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한『유학』『가족체재』『영주』『정주』의 

유학자격을 취득 가능한 자 또는 취득 완료한 자.  

(５) 일본어능력시험(JLPT) 3급 이상 또는 실용일본어검정(J-TEST) E급 이상을 습득한 

자. 혹은 JPT 일본어능력시험 415점 이상인 자. 

 

［주의사항］  

① 타 대학의 학부나 유학생 별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할 수 없습니다. 

② 합격 후 본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유학)」의 대리신청을 합니다. 증명서  

발행 후 비자취득 수속은 각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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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출원서류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출원마감일을 넘긴 서류 및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1 입학원서 및 지원동기는 자필로 기입할 것. 

2 제출서류에 이름을 기재할 시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것. 

3 출원서류에 대하여 연락이나 확인하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서류를 복사해서 

보관해주십시오. 

※ 한번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１) 지원자 제출 서류 

 (１) 입학원서（양식 1-1,1-2） 

 (２) 지원동기（서식 제한 없음） 

 (３) 최종출신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４) 최종출신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５)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필요항목 기입용지（양식 2） 

(６) 건강진단증명서（양식 3） 

(７) 여권 사본(증명사진, 여권번호 기재 페이지). 또는 현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는 재류카드 사본 

(８) 증명사진 5 장（세로４ｃｍ×가로３ｃｍ. 상반신 정면, 무모, 무배경으로 출원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９) 일본어능력시험 등의 인정서 사본 

 

２) 경비부담자 제출 서류 

(10) 경비부담서（양식 4） 

① 입학납부금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기재된 예금잔고증명서 

②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총소득증명서 

③ 경비부담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④ 여권 사본  

⑤ ④가 없는 경비지원자는 호적등본 원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⑥ 일본에 재류하는 경비지원자는 주민표 원본 

 

３) 신원보증인 제출 서류 

(11) 신원보증서（양식 5）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1 년 이상의 재류자격을 갖고있는 외국인（유학생은 

제외）. 

① 신원보증인의 호적등본 

②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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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형방법  입학검정료 입금을 확인한 후에 서류전형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Ⅷ 입학검정료    20,000 엔 

                  입학검정료는 출원서류를 준비한 후, 출원기간중에 납부하여 

주십시요. 송금하실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4 페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일단 송금하신 입학검정료에 대해서는 어떤경우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않으오니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Ⅸ 합격발표   합격・불합격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Ⅹ 입학수속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을 수령 후, 3 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입학수속은 기간 

중에 입학시 납부금을 일괄납입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기간 내에 입학수속을 하지 않을시 

에는 입학자격이 상실됩니다. 

 

 

ⅩⅠ 입학생 납입금 일람・납입 방법 

구   별 학   비 연간액수 

유학생별과 

입학금 １００，０００엔 

수업료 ４３０，０００엔 

시설설비비 ５０，０００엔 

국민건강보험 ２０，０００엔 

그밖의 제경비  ３０，０００엔 

계 ６３０，０００엔 

 

１ 납입금을 입금할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２ 송금자명은 수험생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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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국내에서 송금할 경우 

［입금처］ 은 행 명  秋田銀行本店 

            계좌번호  普通口座３５４１６４ 

            계좌명의   学校法人 ノースアジア大学 理事長 小泉 健 

            연 락 처  ０１８－８３６－１３０６ 

 

２) 외국에서 송금할 경우 （「엔」(일본엔）으로 환전 후 송금하여 주십시오.） 

      ［입금처］ 코드번호   AKITJPJT 

은 행 명  Akita Bank Head Office 

            계좌번호  ３５４１６４ 

            계좌명의   Gakkouhoujin North Asia 

                   Daigaku Rijityou 

                   Koizumi Ken 

            주  소  Akita City  

Simokitade Sakura 

Aza Mamorisawa４６－１ 

            전  화  ８１（０１８）－８３６－１３０６ 

 

 

［청구 및 상담처］ 

노스아시아대학 국제센타 유학생별과 

〒010-8515 秋田市下北手桜字守沢４６－１ 

TEL ：(０１８)８３６－１９８１  FAX：（０１８）８３６－３３２１ 

    MAIL：kokusaic@nau.ac.jp     HP : http://www.nau.ac.jp/bekka/ 

 

＜해외에서 전화를 하실 경우＞    

TEL：８１－１８－８３６－１９８１  FAX：８１－１８－８３６－３３２１ 

 

※ 접수시간：월요일~금요일（단, 토・일・공휴일 제외） 8：3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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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청에서 입국까지＞ 

 유학생은 일본 입국에 맞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유학비자를 취득할 필요가있습니다. 

희망자에 관해서는 노스아시아대학이 대리인이 되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일괄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교부받은 자는 본국의 재외일본공관에서 비자신청을 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일본에 체재 중으로 유학비자 이외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신청에서 입국까지     

           
  출원자     

노스아시아대학 
   

입국관리국 
  

  （재일연락인）         

             

  
입학수속서류 발송 

   
재류자격 대리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1） 

  

          

            

  재류자격인증증명서 수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2）         

                   

  유학비자 신청           

  （※3）           

                

  입국（※4）・입학           

           
  ※1 대리신청을 하고나서 교부까지는 통상 2~3 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수리한 재일연락인은 해외에 있는 출원 본인에게 서류항공편으로 신속히 보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증증명서는 유학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원본을 복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3 본국의 재외일본공관에 재류자격인증증명서, 여권 및 입학허가서를 함께 제시하여 유학생비자 신청을 해 주십시오.。   

  ※4 나리타 공항 등으로 상륙신청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입국허가가 떨어지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에 증인이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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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별과연중행사 

 

 

 

꽃구경                      대학축제 

 

 

 

 

 

 

 

 

 

 

 

 

관등축제                     단풍놀이 

 

 

 

 

 

 

 

 

 

 

 

스피치 콘테스트                 수업광경 

 

 

 

 

 

 

 

 

 

4월 7월 

10월 8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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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아키타까지의 교통수단 

 

철도 

아키타신칸센「고마치」로 도쿄에서 최단 3 시간 49 분. 센다이에서 2 시간 10 분. 

JR 아키타역 동쪽입구에서 학교까지는 차량이용시 약 10 분 소요. 

고속도로 

도쿄･센다이에서는 고속버스가 운행중입니다. 아키타 중앙 I・C 에서 학교까지는 차량으로 약 

3 분 소요. 

 

비행기 

도쿄･오사카･나고야･삿포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키타공항에서 학교까지 차량으로 30 분. 

페리 

苫小牧(도마코마이)･新潟(니가타)･敦賀(쓰루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키타항에서 학교까지 

차량으로 25 분 소요.



8 

아키타역에서 찾아오는 길 

 

버스 

• 동쪽입구에서 무료 스쿨버스가 운행중입니다. (소요시간 약 10 분)  

택시 

• 아키타역 동쪽입구에서 택시로 약 10 분.  

스쿨버스 이용 

JR 아키타역 동쪽입구에서 노스아시아대학교까지 무료 스쿨버스가 운행중입니다.  

운행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rthasia.jp/bus/b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