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 2016년 4월학기 신청용 설문지 – 

※ 설문지 작성 내용과 실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해야 합니다. 양쪽이 일치하지 않을 시       

설문지에서 합격하더라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십시오. 

1. 이름, 성별 및 생년월일은? 이름 :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2. 최종 졸업한 학교는 어디인가요? (                 학교         년    월 졸업) 

3. 현재 직업은? ①고등학생 ②대입준비생 ③대학생 ④휴학생 ⑤아르바이트생 ⑥직장인 

4. 취미활동 또는 관심분야는? 

5. 조직(학교, 서클,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에서 리더를 한 경험은?  

6.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한 경험은? (         학원/고등학교/대학교에서   년   월~   년   월) 

7. JLPT 자격증 소지여부는? (        년    회 시험 - 합격여부 : 합격 / 불합격) 

①N1   ②N2   ③N3   ④N4   ⑤N5  

8. 일본에 가는 목적은?  ①대학진학 ②전문학교진학 ③대학원진학 ④어학연수 후 복학  

⑤어학연수 후 한국내취직 ⑥어학연수 후 일본내취직  

9. 진학 또는 취직 희망분야는? (                         ) 

10. KCP 재학 희망기간은? ①6개월 ②9개월 ③1년 ④1년3개월 ⑤1년6개월 ⑥1년9개월 ⑦2년 

11. 경비지변자는? ①아버지   ②어머니   ③형제자매   ④조부모   ⑤친척   ⑥본인  

12. 경비지변자의 직업은? ①회사원   ②자영업자   ③기타(                 ) 

13. 경비지변자 회사명은? (                    / 연수입                천만원) 

14. 경비지변자의 세금서류(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출여부? ①제출 ②제출불가 

15. 잔고증명서 제출여부? ①제출 ②제출불가 

16. 부모님과 상의여부? ①상의만 했음   ②유학에 동의했음   ③KCP지원에 동의했음 

17. 부모님의 유학비 지원정도는? ①학비 ②학비+기숙사비 ③학비+기숙사비+생활비 ④지원없음 

18. 일본내 다른 일본어학교에 다닌 적은? 



①없다   ②있다 (         일본어학교 /      년도   월 입학 /    개월출석 / 출석률 약   %) 

19.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한 경험은? ①없다   ②있다 (         년   월~      년   월) 

20. 일본출입국력은? ①없다   ②1회   ③2회   ④3회이상 (       회)  

21. 재일가족이 있나? ①없다   ②있다 (본인과의 관계 :         ) 

22. 마지막으로 일본 출입국한 시기와 기간은?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23. 일본에서 장기체류(3주이상 체류)한 경험은? 

①없다   ②있다 (    회) (*체류시기 및 기간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 다음은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만 답해주세요. 

24.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는?  

25. EJU시험 응시일과 점수는? (       년    회 시험) 

①일본어청해/청독해(     )점 ②일본어독해(    )점 ③일본어기술(    )점  

④이과과목(    )점 ⑤종합과목(    )점 ⑥수학코스I(    )점 ⑦수학코스II(    )점 

26. 고등학교 성적은? ①국어(   )등급 ②영어(   )등급 ③수학(   )등급  

27. 영어성적은? ①TOEFL(     )점 ②기타 (                   ) 

 

201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설문지 심사 결과는 제출한 다음날(토,일,공휴일제외/일과시간 후 접수는 다음날 접수로 처리) 

해당 유학원으로 통보합니다. 합격하신 분은 2주 이내에 서류심사를 위한 모든 서류(원서포함)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 제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