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  2 년 코스 

일본어  1 년 6 개월 코스 

  

 

도쿄 YMCA 일본어학원 

〒135－0016 도쿄도 코토구 토요 2－2－15 

TEL：03－3615－5548  FAX：03－3615－5602 

URL：http://tokyo.ymca.or.jp/japanese/   

E-mail：nihongo@tokyoymca.org 

 

 



            모 집 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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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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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출원기간 2022 년 4 월생    2021 년 10 월 29 일까지 

2022 년 10 월생    2022 년  5 월 13 일까지 

                기일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입학검정료 20,000 엔을 출원시에 지불해 주세요. 

 

3．출원자격   ①12 년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거나 그에 준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기초적인 일본어를 학습한 사람 

 일본어능력시험Ｎ5、J-TEST F 급이상, NAT-TEST 5 에 합격한 경우 바람직하다. 

         ③면학목적이 명확하고 일본 유학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 

 

４．전형방법    ①서류심사 

        ②전형시험  면접, 일본어시험 

        ＊현지에서 실시, 혹은 온라인 면접 

 

 



５．학  비   학비는 원칙적으로 1 년 단위로 지불  

【일반 2 년 코스의 경우 】 

※교재비에는 학생보험료 10,000 엔 (1 년분）을 포함합니다  

【일반 1.5 년 코스의 경우 】 

 ※교재비에는 학생보험료 10,000 엔 (1 년분）을 포함합니다  

 

６．학비 면제  입학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기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조건  감면내용  

①  출원시 일본어능력시험「 N1」소지  입학금 전액면제  

②  출원시 일본어능력시험 「N2～N5」소지  입학금 반액면제  

 

지불시기 입학금  수업료  시설관리비  교재비  합계  

1 입학수속시  50,000 640,000 40,000 30,000 760,000 

2 2023 년 2 월경   640,000  40,000 30,000  710,000 

합   계 ￥50,000 ￥1,280,000 ￥80,000 ￥60,000 ￥1,470,000 

지불시기  입학금  수업료  시설관리비  교재비  합계  

1 입학수속시  50,000 640,000 40,000 30,000 760,000 

2 2023 년 9 월경    320,000  20,000 15,000  355,000 

合  計 ￥50,000 ￥960,000 ￥60,000 ￥45,000 ￥1,115,000 



7．출원서류 

   

 

Ａ 입학희망자 구비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지정양식. 본인이 기입  
 

2 지망이유서 본교 지정양식.본인이 모국어, 영어 혹은 일본어로 기입 번역 

3 최종학력 졸업증명 졸업증서 원본 혹은 졸업증명서 번역 

 

4 

 

일본어학습증명 

 

a.공적 일본어능력시험 성적 통지 

・일본어능력시험Ｎ４ ・J-TEST ・ NAT-TEST 5 등 

b.본국에서 일본어학습 150 시간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5 신분증 복사 호적등본, 출생증명서등 번역 

6 여권 복사 얼굴사진면/출입국기록이 있는 부분 
 

7 사진 ２매 가로 3cm X 세로 4cm. 최근 6 개월이내 촬영한 것 
 

B. 경비지변자 구비서류  
 

(1) 입학희망자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１ 경비지변서 본교 지정양식. 지변자 본인이 기입 번역 

２ 은행예금잔액증명서 본인 명의의 것 번역 

３ 직업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직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등 번역 

4 과거 3 년분 자금형성 

과정입증자료 

과거 3 년분 입출금명세, 또는 과거 3 년분 예금통장 사본등 번역 

5 과거 3 년분소득증명 과거 3 년분의수입증명서, 납세증명서등 번역 

(2) 본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１ 경비지변서 본교 지정양식. 지변자 본인이 기입 번역 

２ 입학희망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호적초본, 주민표, 호적부등 번역 

３ 은행잔액증명서 경비지변자 명의의 것 번역 

４ 경비지변자 직업 증명  

자료 

재직증명서, 직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등 

 

번역 

５ 과거 3 년분 자금형성 

과정입증자료 

과거 3 년분 입출금명세, 또는 과거 3 년분 예금통장 사본등 번역 

６ 과거 3 년분소득증명 과거 3 년분 수입증명서, 납세증명서등 번역 



〈주의〉 

・ 졸업증서,성적증명서 원본, 일본어능력시험등 합격증 원본은 신청 후 반환해 드립니다.  

기타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사오니, 본교에 

확인해주세요. 

・ 입국관리국의 요구로 상기이외의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Please Check our Offcial Fac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