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집 요 항 
 

          도쿄 YMCA 일본어학원학원 
        〒135－0016 東京都江東区東陽 2－2－15 

        TEL：03－3615－5548  FAX：03－3615－5602 

        URL：http://tokyo.ymca.or.jp/  Ｅ-mail：nihongo@tokyo.ymca.or.jp 

 

 

1．모집코스     일본어일반 2 년코스     （초급～상급）   4 월입학   

           일본어일반 1 년 6 개월코스 （중급～상급）  10 월입학   

 

2．출원기간    기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7 년 10 월생    입학동년 4 월말까지 

  2017 년 4 월생    입학전년 10 월말까지 

          ＊입학검정료 20,000 앵을 출원시에 지불해 주십시오. 

 

3．출원자격   ①12 年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거나 그에 준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기초적인 일본어를 학습한 사람 

일본어능력시험Ｎ４、J 시험ＥＦ급이상에 합격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③면학목적이 분명하며 일본에서 유학생활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 

 

４．전형방법   １）서류심사 

         ２）전형시험   면접 일본어시험 

                  ＊현지에서 실시,혹은 전화,인터네트를 이용한 면접 

          

５．학  비 

  

일반 2 년 입학금 수업료 시설관리비 교재비 합계 

입학 수속시 80,000 570,000 40,000 20,000 710,000 

1 년 후  570,000 40,000 20,000 630,000 

     1,340,000 

 

   

일반 1 년 6 개월 입학금 수업료 시설관리비 교재비 합계 

입학 수속시 80,000   570,000  40,000 20,000 710,000 

1 년 후    285,000   20,000  10,000 315,000 

     1,025,000 

 



６．출원서류 

   

〈注意〉 

・ 졸업증서,일본어능력시험등 합격증원본은 신청후 되돌려 드립니다.기타 서류는 원칙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 입국관리국의 요구로 상기이외의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람 

 ・제출서류에다 공증서를 요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Ａ 입학희망자가 준비하는 서류 

1 입학원서 본교서정양식 본인이 기입  

2 지망이유서 본교서정양식 본인이 모국어,영어,혹은 일본어로 기입 번역

3 최종학력졸업증명 졸업증서원본 혹은 졸업증명서 번역

4 최종학력성적증명 성적증명서원본 번역

5 일본어학습증명 

ａ）～ｃ）의 한가지 

a)일본어능력시험Ｎ４（４급）이상의 성적증명서 

b)J-TEST  ＥＦ급에서의 성적증명서 

c)본국에서의 일본어학습 150 시간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６ 신분증의 복사 주민표,출생증명서 번역

７ 여권의 복사 얼굴사진/출입국기록이 있는 부분  

８ 사진 ４매 세로 4cm×옆 3cm 최근 6 개월이내 촬영한 것  

 경비지변자가 준비하는 서류  

Ｂ 입학희망자본인이 경비를 지변할 경우 

１ 은행예금잔액증명서 본인명의의 것  

２ 연간소득증명 수입증명서/납세증명서등  

３ 재직증명 재직증명서(재직기간명기) 

등기보등본,영업허가증등 

번역

Ｃ 본인이외가 경비를 지변할 경우 

１ 경비지변서 본교서정양식 지변자본인이 기입 번역

２ 은행잔액증명서 경비지변자명의의 것  

３ 서득증명 소득증명서/납세증명서등  

４ 재직증명 재직증명서（재직기간명기） 

등기보등본,영업허가증등 

번역

５ 입학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호적초본 주민표등 번역

＊일본에 재주하는 자가 경비지변자 될 경우에는 이상이의에 하기 서류가 필요함 

일본국적 사람 주민표등본 

  외국적 사람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