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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本語 

  

名古屋 YMCA 日本語学院  

募集要項（留学ビザ） 

 

 

１．모집코스・출원기간 

 2 년코스 1 년６개월코스 1 년코스 

입학 년월 ４월 10 월 ４월 

출원기간 10 월 30 일 ５월 20 일 10 월 30 일 

   

２．出願資格 

   ①고등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그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  년수가 학교  제도상 12 년 미만인 국가  출신들도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경우  본국에서의  대학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일본어  능력 시험 N5 (구  4 급) 또는  J-TEST · F 급 이상에  합격했던 분,  또는 지원  

시까지 학교나  어학 교육  기관에서 150 시간 이상의 일본어를 학습한  자 .  

 

３．입학 검정료      ２０，０００엔    

 

４．입학 검정료  

    ＊서류  심사,  기타  심사에  의해 선발합니다.  

      ＊학교 심사  종료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５．선고 방법 

   日本円 

코스 
입학 수속시 2 年次 

합계 
입학금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2 년 80,000 580,000 46,000 24,000 580,000 46,000 24,000 1,380,000 

1.5 년 80,000 580,000 46,000 24,000 290,000 23,000 12,000 1,055,000 

1 년 80,000 580,000 46,000 24,000 - - - 730,000 

※학생공제 제도 

나고야 YMCA 학교에서는 유학 비자를 취득하고있는 학생 전원이 가입합니다. 이 제도는 일상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사고에 의해 생긴 불이익에 대비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의해  

발생한 부상의 치료비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 배상 책임 보상 학생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사망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년 12,000 엔, 1.5 년 9,000 엔, 1 년 6,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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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출원 서류 

Ａ 出願者本人が準備する書類 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入学願書（所定書式） 입학원서 (소정양식) 

②志望理由書（所定書式） 지망 이유서 (소정양식) 

③写真 4 枚（縦 4 ㎝×横 3 ㎝） 사진(4cm×3cm)  3 장 

④最終学歴卒業証明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증서 복사본 

⑤最終学歴成績証明 최종학력의 학교성정증명서 또는 성적표의 복사본 

⑥在職証明書 재직 증명서 

⑦日本語学習証明 일본어 학습 경력 증명서 

⑧身分証写し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⑨パスポート写し 여권 복사본 

⑩その他（該当する方のみ） 기타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해주십시오) 

 

B 経費支弁者が準備する書類【共通】 경비지변자(학비・생활비 지변자)의 구비서류 

①経費支弁書（所定書式） 경비지변자 (소정양식) 

②支弁者と申請人の関係を立証する資料 지원자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등) 

③預金残高証明書（原本） 본인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의 복사본 (최근 잔고페이지) 

④在職証明書 재직증명서 

 ※資金形成説明資料 

（入管が示す指定国以外の国籍） 

B③에 나타낸 예금잔고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위를 밝히는 설명서 

또는 지난 1 년분의 출입금 명세서(또는 예금통장 복사)  

⑤法人登記簿謄本等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지변자가 기업의 임원 인 경우 제출 

⑥営業許可書等 영업 허가서 등  ※지변자가 개인 사업자 인 경우 제출 

（1）日本国外の方が支弁する場合  

①支弁者の家族構成を証明する書類 전년도 1 년분의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증명서 

②収入証明書 지변 자의 가족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 

（2）日本在住の方が支弁する場合  

①世帯全員の住民票 주민표등본 (동일세대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②所得証明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７．학비의 환불에 대해   
1 ）심사료는  YMCA 가  입학  허가  여부를  심사할  수수료입니다 .  (입국  관리국  신청  비용이  

닙니다.)  따라서 YMCA 측의  합격 결정에  관계없이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2）일단 납입된  학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①입학 전 

 ＊ 정당한  절차를 밟아도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금 • 수업료  • 교재비 등 

입한  학비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학생 사정으로 입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②입학 후 

＊입학금, 학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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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출원부터 입학까지 

Step.１ 

출원 

출원・면접은 연락인이 사전에 예약해주세요. 출원서류・입학검정료 20,000 엔은  

연락인을 통해, 본교에 제출・납입해 주세요. 

Step.２ 

교내심사・선고 

서류심사와 그외 조사에 의한 입학허가선고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연락인에게 

「입학 허가서」롤 발행합니다. 

Step.３ 

입국관리국에신청 

본교는 『입학허가서』를 발행한 후,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출원서류를 첨부하여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합니다.  ※입국관리국의 

결과발표는 4 월입학의 경우는 2 월말경 ,10 월입학의 경우는 8 월말경입니다. 

Step.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행, 학비납부 

입국관리국에서 허가가 나오면『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본교 앞으로 교부됩니다.  

지정된 금액을 지불해 주십시오. 본교는 입금이 확인된 후『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보증인 혹은 대리인, 또는 해외제휴기관을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Step.５ 

비자취득 

출원자본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학허가서』와 여권을 가지고 각국의  

재외공관  ＜ 일본대사관 ・ 영사관 ＞  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허가는 보통 

2 주일이내에 나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유효기간은 3 개월입니다. 

유효기간내에 일본에 입국해 주십시오. 

Step.６ 

일본입국 

・오리엔테이션 

개강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교육방침 ・ 학칙 등의 설명 및일본어레벨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까지 입국・등교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에 필히 연락해 주십시오. 

 

9．기타 

①학생 기숙사 

 【식사 포함 학생 기숙사】 

 A.ドーミーちくさ（女子寮） B.ドーミー赤池（女子寮） C.ドミトリー池下（男子寮） 

소재지 나고야시 치쿠사쿠 니신시 아카이케 나고야시 치쿠사쿠 

통학시간 약 30 분(편도) 약 45 분(편도) 약 35 분(편도) 

契約費用 66,000 円 61,000 円 61,000 円 

집세 48,000 円 43,000 円 43,000 円 

전기·수도·통신비 10,200 円 7,700 円 7,700 円 

통학 정기(1 개월) 5,500 円 6,200 円 5,500 円 

 

 

 

 

 

  Ａ              Ｂ              Ｃ 

 

 【아파트】 

초기 비용(예금, 보험, 열쇠 교환비, 시공비, 퇴거시 청소비) 130,000～150,000 円 

집세 40,000～60,000 円 

  ＊希望者にレオパレスのアパートを紹介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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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습 내용 

 

 
１ 2 3 4 도달 수준 

초급 

（6 개월） 
주교재 클래스（15 교시/주） 스킬별로 클래스 1 

（주 5 시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JLPT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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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교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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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급에서 중급까지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별로 수업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3 스킬별로 클래스 2：청해、독해、스피치、JLPT 대책、경력 지원・경력 교육. 

 

③수있게 될 것 

초급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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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간단한 표현으로 친근한 일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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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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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을 포함해서 쓰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중상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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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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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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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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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서적 등의 이른바 영상교재를 듣거나 읽고 이해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구성으로 설득력 있는 소논문을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④재적생·국적 비율(2022 년 실적) 

재적생국적 국적 비율 

중국, 네팔, 대만, 베트남, 미얀마 12～15％ 

홍콩, 필리핀, 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3～5％ 

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아프가니스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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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 l: nihongo@nagoyaymca.org 
Website: https://nagoyaymca.ac.jp/nihongo 

mailto:nihongo@nagoyaymc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