募 集 要 項 集
（모집요강）

일본이공정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일본메디컬복지전문학교 일본어학과

상담&
&문의:
:
1)일본연락처
1)
日本理工情報専門学校

日本語学科

TEL：81-6-6329-6553
FAX：81-6-6321-0861
E-mail：ohm@kamei.ac.jp
URL：http://www.kamei.ac.jp
한국연락:010
:010:010-40014001-8081

2) 유학원 : 가까운 유학원 상담

일본어학과 유학생 모집요강
■ 개설 교육과정
본교교육과정은 3 개의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업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ａ】
】대학진학준비 1 년과정
】대학진학준비과정 2 년과정
【ｂ】
【ｃ】
】대학진학준비과정１년 6 개월과정
【ａ】
【ａ】대학진학준비 1 년과정
본 과정은 일본어능력시험 1 급 및 2 급 자격취득자 또는 동등한 실력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정종료 후, 전문학교, 대학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입학시기 ： 매년 4 월
수업기간 ： 1 년(1 학기(6 개월) ×２）
수업과목 ： 일본어（일본사정포함）
수업시간 ： １일５시간（１시간＝４５분）
수 업 일 ： １주５일（월요일～금요일）합계 25 시간／1 주
학

기 ： 전후기 각 18 주 합계 900 시간／년
（전기:4 월 중순～9 월 하순, 후기:10 월 초순～3 월 중순）
※2 부제입니다.(오전, 오후)

반편성의 선별은 학교가 정합니다.

【ｂ】
【ｂ】대학진학준비 2 년과정
본 과정은 일본어 및 대학진학의 기초과목을 학습합니다.
수료 후, 전문학교 및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전문사」칭호가 수여됩니다.
입학시기 ： 매년 4 월
수업기간 ： 1 년(1 학기(6 개월) ×２）
수업과목 ： 일본어（일본사정포함）
＊기초과목（일본유학시험과목）문과희망자：수학Ⅰ・종합（사회과）
이과희망자：수학Ⅱ・물리、화학 및 생물
수업시간 ： １일５시간（１시간＝４５분）＋４시간／주（기초과목 선택자）
수 업 일 ： １주５일（월요일～금요일）합계 25 시간／1 주
학

기 ： 전후기 각 18 주 합계 1800 시간／2 년
（전기:4 월 중순～9 월 하순, 후기:10 월 초순～3 월 중순）
※2 부제입니다.(오전, 오후)

반편성의 선별은 학교가 정합니다.

【ｃ】
【ｃ】대학진학 1 년 6 개월 과정
이 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진학준비를 위해, 일본어 및 기초과목(선별제)을 학습합니다.

입학시기 ： 매년 10 월
수업기간 ： 1 년 6 개월(1 학기(6 개월) ×3）
수업과목 ： 일본어（일본사정포함）
＊기초과목（일본유학시험과목）문과희망자：수학Ⅰ・종합（사회과）
이과희망자：수학Ⅱ・물리、화학 및 생물
수업시간 ： １일５시간（１시간＝４５분）＋４시간／주（기초과목 선택자）
수 업 일 ： １주５일（월요일～금요일）합계 25 시간／1 주
학

기 ： 전기/중기/후기 각１８주

합계 1350 시간／1 년 6 개월

（전기 10 월 초순～３월 중순／중기４월 초순～９월 하순／후기 10 월 초순～３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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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강
１．모집과정
１．모집과정
ａ．１년 과정
ｂ．２년 과정
ｃ．１년 6 개월 과정

２．입학시기
２．입학시기,
입학시기, 모집기간,
모집기간, 수업기간,
수업기간, 정원
구 분

입학시기

수업기간

정원

１年

매년 4 월

１年

４０명

２年

매년 4 월

２年

２０명

１年 6 개월

매년 10 월

１年 6 개월

２０명

모집기간
国外
国内
国外
国内
国外
国内

매년 9 月 1 日～11 月 30 日
매년 9 月 1 日～11 月 30 日
매년 4 月 1 日～5 月 31 日
＊정원이 모집되면 모집마감합니다.

３．입학자격
３．입학자격
（１）１２년 이상의 학교교육 이수,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
（２）연령１８세 이상의 사람
（３）상기 ２항과 동등하고 본교가 인정하는 사람
（４）정당한 절차에 의해 일본국 입국을 허가 받은 사람, 또는 허가 가능한 사람
（５）일본에서 노동 등에 의해 수입을 얻지 않고도 취학을 위해 경비가 준비된 사람
４．입학전형
４．입학전형 방법
서류심사, 필기시험(일본어, 수학, 영어), 면접
（단,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다.）
５．학비
５．학비
ａ．＜서류 제출시의 납부금＞
입학전형료는 원서서류 제출후, 입학허가결정통지를 받고 납입해 주세요. 은행송금은
「６．학비송금」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입학전형료

２０,０００円

【주의】・「입학전형료」의 송금수수료 전액은 지원자가 부담해 주세요.
・「입학전형료は」는 ‘엔’으로 송금해 주세요.
・「입학전형료」는 입국관리국에 신청된 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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ｂ．＜납부금＞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될 때, 본교는 지원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아래의 「입학절차 중의 납부금」을 은행 송금해 주세요.
본교는 입금확인 후, 입학을 허가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및 「입학허가서」를 지원자 혹은
대리인에게 송부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기 전에 여권신청에 「입학허가서」가
사전에 필요할 경우에 연락주세요.）
「입학수속시
입학수속시 납부금」
납부금」은 입학금,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기타비용의 합계 금액입니다.
금액입니다.
년차

1 년간

입학금

2 년차
전기과정 수업료

수업료

과정
１년과정

60,000 円

660,000 円

２년과정

60,000 円

660,000 円

330,000 円

1 년 6 개월

60,000 円

660,000 円

330,000 円

2 년차
후기과정 수업료

졸업까지 비용

720,000 円
330,000 円

1,380,000 円
1,050,000 円

기초과목（일본유학 시험과목）학습희망자는 별도 60,000 円/년 추가됩니다.
【주의１】그 외의 기타비용：상기의 비용 외에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１）입학 수속시에 1 년치를 납입한다. 2 년 과정은 1 년치, 1 년 6 개월 과정은 6 개월 치를 납입한다.
기 간

1년

기타 비용

６개월

교 재 비

２０，０００円

１０，０００円

과외활동비

２０，０００円

１０，０００円

건강진단료

３，７００円

재해상해종합보험료＊１

１３，８００円

６，６００円

（２）입학시 납입금
１００，０００円

주택보증금（보증금）＊２

＊１

화재상해종합 보상보험

일본유학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의 보험으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①상해치료비용,질병치료비용 등의 보험금
교통사고 등의 상처를 입었을 때, 감기,복통등 병에 걸렸을 때. 이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함께
사용하면 본인부담은 0엔이 됩니다.
②배상책임 보험금
자전거(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이 발생한 경우에 지불됩니다.
③간병인 비용 등의 보험금
입원 등으로 본국으로부터 간병의 목적으로 일본에 올 경우에 운임비용으로 지불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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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큰 부상이나 중병 등으로 본국에 이송될 경우 이송비용으로 지불됩니다.
단,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서 면책사항이 있습니다.(본교상담)

＊２ 일본에 도착해서 곧바로 필요한 것:（１）입실 사례금 （２）최초 1 개월 임대료 （３）임대한
방이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보험(4500

/年) 등의 내역을 지불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관하는

보관금으로 졸업시에 잔금은 반환합니다.
【주의２】・「입학수속시의 납부금」의 송금수수료는 전액 지원자 부담입니다.
・「입학수속시의 납부금」은 일본엔화로 송금해 주세요.
・수속후 학비로 다음의 (１)(２)의 경우는 반환해 드립니다.
（１）일본국 재외공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본교소정의 절차에 의해 수업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합니다.

（단, 대리인과 별도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는

또한 반환시 송금수수료는 지원자 부담입니다.

（２）본교 입학후, 제 1 학기의 종료일까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퇴학하는 경우, 본교규정에
의해 제 2 학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６．학비
６．학비 송금정보
일본이공정보전문학교(日本理工専門学校
日本理工専門学校)
日本理工専門学校)：
三菱東京ＵＦＪ銀行 上新庄支店

MITUBISHI TOKYO UFJ BANK LTD.KAMISHINJO BRANCH，JAPAN

普通

ORDINARY ACCOUNT

No.６６７３５

No.66735

日本理工情報専門学校

NIHON RIKO JOHO SENMONGAKKO

理事長 瓶井武雄

CHAIRMAN OF THE BOARD

TAKEO KAMEI

일본메디컬복지전문학교(
일본메디컬복지전문학교(日本メディカル
日本メディカル福祉専門学校
メディカル福祉専門学校)
福祉専門学校)：
三菱東京ＵＦＪ銀行 上新庄支店

MITUBISHI TOKYO UFJ BANK LTD.KAMISHINJO BRANCH，JAPAN

普通

ORDINARY ACCOUNT

No.３５２００２７

学校法人 瓶井学園

No.3520027

NIHON MEDICAL WELFARE INSTITUTE

日本メディカル福祉専門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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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원서제출에서 입학까지의 과정
입학서류를 제출한다.
↓
본교에서 입학 서류를 심사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전형결과 : 4 월입학의 경우, 12 월 하순에 서면으로 통지
↓

10 월 입학의 경우, 6 월 하순에 서면으로 통지

입학전형료２０，０００円을 지불한다.
↓
본교가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한다.
↓
오사카 입국관리국이 본교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합격(교부) 또는 불합격(비교부)를 통지한다.
↓
본교는 지원자 혹은 대리인에게 「재류자격인증서」교부 또는 불교부를 통지한다.
４월 입학의 경우, ２월말에 E-mail, 서면（Ｆax）혹은 전화로 통지
↓

10 월 입학의 경우, 8 월말에 E-mail,서면（Ｆax）혹은 전화로 통지

지원자 혹은 대리인은 입학수속시 납부금（P.4 참조）을 입금한다
↓
본교는 입금확인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및「입학허가서」을 지원자 혹은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
지원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및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자국의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

비자를 신청한다.
신청한다.

지원자는 비자발급완료 후, 일본에 출발예정일을 정해서 본교에 연락한다.
↓
일본입국후, 본교에서 반편성 시험
↓

※ 반시드 시험에 응한다.

입학식,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 반드시 출석한다.
８．学生生活
≪생활비≫
・학비 이외의 평균생활비로 해서 1개월에 50,000～70,000엔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비 모두를 조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므로 충분한 자금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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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유학」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이 허가는 입국후 3개월 이내에는

허가 이후에는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나다.

・ (단,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의 경우 1일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 학교는 기숙사를 제공합니다.단, 학교가 지정한 기숙사에 최저
1년간을 사는 원칙으로 한다.
・ 재일 가족, 친척과 살 예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상담하는 것.동거 예정자의 면접과 가정을
방문합니다.동거자는 동시에 신원보증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장기과정의 유학생기숙사(
학생기숙사(대상:
대상:유학 VISA）
VISA）
1 인/1 개월 비용
학원빌딩
맨션（2DK､3DK）
방 SIZE：8 畳
(약 8 평)

니찌제미 맨션
6 畳방+4.5 畳방
+부엌+목욕탕
（유닛배스）

여자 기숙사

概

要

・1 인 1 실（책상, 침대, 냉난방, 공용:냉장고/세탁기）
・수도요금 포함, 인터넷사용
28,000 円/월（2DK） ・공용: 부엌, 화장실, 목욕탕
・실비: 전기, 가스요금
26,000～27,000 円 ・이불：사전에 예약(약 8,000 円)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없음
（3DK）
・사례금 50,000 円
・2 인실（책상, 침대, 냉난방, 공용:냉장고/세탁기）
・수도요금 포함
・공용: 부엌, 화장실, 목욕탕
22,000 円/월
・실비: 전기, 가스요금
・이불：사전에 예약(약 8,000 円)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없음
・사례금 40,000 円
・1 인 1 실（책상, 침대, 냉난방, 공용:냉장고/세탁기）
・수도요금 포함, 인터넷사용
・공용: 부엌, 화장실, 목욕탕
23,000 円/월
・실비: 전기, 가스요금
・이불：사전에 예약(약 8,000 円)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없음
・사례금 40,000 円

＊각 기숙사의 광열비는 실비로 지불해 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단기과정의
단기과정의 유학생（
유학생（1～3 개월）
개월） 기숙사 비용
학원빌딩

35,000 円/월（월세,전기/가스/수도요금, 인터넷, 이불 렌터요금 등 포함）

니찌제미 맨션

30,000 円/월 （월세, 전기/가스/수도요금, 이불 렌터 요금 등 포함）

여자 기숙사

30,000 円/월 （ 월세,전기/가스/수도요금, 인터넷, 이불렌탈료 등 모두포함）

９．유학비자
본교는 전문학교 내의 일본어학과입니다. 비자는 유학비자입니다.
유학비자입니다.
유학생의 혜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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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인,
학생활인, 장학금,
장학금, 의료보조비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