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2020 

 

 ハングル 

 

名古屋 YMCA 日本語学院  

募集要項（短期ビザ） 

 

１．대상 / 対象     

입학시기 【 4 월・10 월 】 입학시기 【 7 월・1 월 】 
＊만 17 세 이상  

満１７歳以上の方 

 

＊3 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자 또는 취득 예정자 
３か月以上のビザをお持ちの方、または取得予定の方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는 레벨부터 
고급 레벨까지 
ひらがなとカタカナが読める方から上級レベルの方まで 

＊만 17 세 이상 
満１７歳以上の方 

 

＊3 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자 또는 취득 예정자 
３か月以上のビザをお持ちの方、または取得予定の方 

 

＊초급 전반의 텍스트를 배운 분 또는 이와 
동등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는 분 중급 분 
初級前半のテキストを学んだ方、またはそれと同等の日本語力を有する

方から中級レベルの方 

 

 ※초급 전반 종료는 「모두의 일본어 1」· 「대지 
1」· 「통째로 초급 1-A2 '정도의 일본어를 학습 
한 사람. 
初級前半終了とは、「みんなの日本語 1」・「大地 1」・「まるごと初級 1-

A2」程度の日本語を学習した方。 

 

２．학습기간 / 学習期間  

   3 개월 이상  ３か月             

 

３．입학시기 / 入学時期  

  ４月、7 月、１０月、1 月  

 

４．수업시간 / 授業時間 

   ①오전반、월요일～금요일 ９：００～１２：３０    午前クラス  月～金曜日  ９：００～１２：３０  

②오후 반、월요일～금요일 １３：３０～１７：００  午後クラス  月～金曜日 １３：３０～１７：００ 

    ※1 교시 45 분、1 日 4 교시、주 20 교시            ※１限４５分・１日４限・週２０時限 

 

５．학비 / 学費   

과정 기간 입학금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합계 

3 개월 30,000 엔 145,000 엔 10,000 엔 7,000 엔 192,000 엔 

 

6．신청에 대해 / 申込について  

   ●신청 필요 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신청자가 자필로 기입할 것)     

□ 사진 3 매 (4cmx3cm)                         

□ 여권 복사본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복사본           

□ 학비 (학비는 학교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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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습 내용 / 学習内容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도달 수준 

초급 

（6 개월） 
주교재 클래스（15 교시/주） 스킬별로 클래스 

※2 

(주 5 시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JLPT 

N4 

중급 

（6 개월） 
주교재 클래스（15 교시/주） 

JLPT 

N3 

중상급 

（6 개월） 
주교재 클래스（15 교시/주） 

JLPT 

N2 

고급 

（6 개월） 
주교재 클래스（10 교시/주） 스킬별로 클래스（10교시/주） 

JLPT 

N2・N1 
※1 주교재 클래스：여러가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일본어 운용능력을 양성합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 가지 기능의 스킬업은 물론,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힙니다. 

※2 스킬별로 클래스：초급에서 중급까지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별로 수업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3 스킬별로 클래스：청해、독해、스피치、JLPT 대책、경력 지원・경력 교육. 

 

8．수있게 될 것 / 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  

초급전반 

（3 개월） 

짧게 간단한 표현으로 레스토랑에서 주문이나 친구와의 약속 등이 할 수 있다.  

취미나 사는 곳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초급후반 

（3 개월） 

간단한 표현으로 친근한 일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의뢰, 제안, 조언, 금지 등 필요에 응하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중급전반 

（3 개월）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유익한 정보를 모으고, 희망에 따른 주거, 아르바이트,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상의 규칙이나 관습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언어 행동이나 협상할 수 있다. 

중급후반 

（3 개월） 

자신의 습관, 문화와 그 이외의 문화를 비교하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을 포함해서 쓰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중상급전반 

（3 개월） 

사회와 문화에 관한 일반적인 화제의 문장을 듣거나 읽어서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정보 교환 또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중상급후반 

（3 개월） 

신문, 뉴스 등의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른 상대와도 적절한 표현으로 정보 교환 또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고급전반 

（3 개월） 

흥미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  

장면이나 인간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지와 평가를 전달할 수 있다. 

고급후반 

（3 개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서적 등의 이른바 영상교재를 듣거나 읽고 이해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구성으로 설득력 있는 소논문을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学校法人名古屋ＹＭＣＡ学園 名古屋ＹＭＣＡ日本語学院 

Nagoya YMCA Japanese Language School 
 

〒451-0062 名古屋市西区花の木 1 丁目 1-18      

PHONE (052)531-0077 / FAX (052)531-0071 

Email: nihongo@nagoyaymca.org 

Website: https://nagoyaymca.ac.jp/nih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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