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대생 모집에 대하여（유학생） 

○ 취지
성적과 인물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유학생을 「특대생」으로 모집합니다. 

○ 특대생의 종류
（1）특대생 1종：재학 중（6년간）의 수업료가 매년 70만엔 

  ※반환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입학시 298만엔、제 2～6학년 350만엔）을 
지급（수업료를 면제）합니다. 

（2）입학시 특대생：입학시（1년간 한정）의 수업료가 70만엔 
  ※반환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298만엔）을 지급（수업료를 면제）합니다. 

1. 특대생 1종
（1）모집인원  1명 
（2）전형방법
  2021년도 특대생 1종선발시험（유학생）을 실시하고 일본유학시험(EJU)에서 본 대학이 
이용하는 3 교과의 득점률（각 교과를 100 점으로 계산한 평균）과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고 전형합니다. 

（3）신청조건・방법 
   2021 년도 유학생선발（D）를 응시하는 사람 혹은 다른 입학시험（편입학선발을 

제외）의 입학수속을 완료한 사람으로 2021 년도 본 대학이 이용하는 
일본유학시험(EJU)의 교과・과목을 응시한 사람 및 본 대학에서 선발시험의 응시가 
가능한 사람（해외거주자로 본 대학에서 선발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Skype）으로 면접이 가능） 

① 2021 년도 유학생선발（D）를 응시하는 사람은 특대생 1 종선발시험（유학생）을
신청해주십시오. 유학생선발의 출원서류와 특대생 1 종선발시험（유학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대생 1종선발시험의 면접시험만을 응시해주십시오. 
② 본 대학이 실시하는 2021 년도 입학자선발시험（편입학선발을 제외）의 입학수속을
완료한 사람으로 2021 년도 본 대학이 이용하는 일본유학시험(EJU)의 교과・과목을 
응시한 사람은 일본유학시험(EJU)의 수험표 또는 성적통지서（사본）와 
특대생 1 종선발시험（유학생）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대생 1 종선발시험의 면접시험만을 
응시해주십시오. 

③ 특대생 1종에 선발되지 않아도 입학시특대생으로 선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④ 2021 년도 유학생선발（C）에서 입학시특대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특대생 1 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학수속 후 특대생 1 종선발시험（유학생）을 응시해주십시오. 
특대생 1 종선발시험（유학생）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대생 1 종선발시험의 면접시험만을 
응시해주십시오. 

（4）선발시험일 
 2021년 1월 28일（목） 
 ※시험은 면접시험만 

 （5）시험장  본 대학 
（6）신청기간  2021년 1월 6일（수）～1월 18일（월） 
（7）응시료  무료 

 （8）시험시간 등 

시간 시험과목 등 비고 

9：45 집합 

10：00～ 면접 개인면접（약 10분） 

 （9）결과발표 2021년 2월 5일（금） 



（10）수속기간  2021년 2월 8일（월）～2월 19일（금） 
（11）기타 

특대생 1종의 학비면제 제도는 유급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학생이 그 본분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본 대학의 제규정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합니다. 

 
2. 입학시특대생 
 （1）모집인원  2명 
 （2）전형・신청 방법 
  ① 2021년도 유학생선발（C・D）의 성적우수자부터 선발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선발시험 없음) 
  ② 본 대학이 실시하는 2021년도 입학자선발시험（편입학선발을 제외）의 입학수속을 

완료한 사람은 일본유학시험(EJU)의 성적에 따라 선발합니다. 유학생입시（D）의 
신청기간 중 （2021년 1월 6일（수）～1월 18일（월））에 2021년도 본 대학이 
이용하는 일본유학시험(EJU)의 수험표 또는 성적통지서（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선 
발시험 없음） 

 （3）결과벌표 
  ① 2021년도 유학생선발（C・D）를 응시하고 입학시특대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각 

입학시험의 합격발표시에 「입학시특대생결정통지」를 송부합니다. 
  ② 본 대학이 실시하는 2021년도 입학자선발시험（편입학시험을 제외）의 입학수속을 

완료한 사람으로 입학시특대생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유학생입시（D）의 합격발표일 
（2월 5일（금））에 「입학시특대생결정통지」를 송부합니다. 

 （4）기타 
   입학시특대생으로 된 학생이 그 본분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본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3. 제 2학년 이후의 특대생（학업특대생）에 대하여 
   각 학년（제 1～5학년）에 있어서 학업성적 및 인물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으로 

되는 학생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학업특대생으로서 다음해에 반환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350만엔）을 지급（수업료 면제）합니다.（각 학년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