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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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YMCA 의 일본어 교육은, 전인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YMCA 의 일본어 코스에서는 진학, 비즈니스, 생활 등 여러 가지
펄요와 목적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스개요
진학 일본어 코스／일반 일본어 코스：후쿠오카 YMCA 학원（나나쿠마교）
초급부터 상급까지, 일본어 능력에 맞추어 클래스가 편성되고 일상생활과 직장,대학에서 등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급 레벨 이상이 되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 수업에는 「JLPT( 일본어 능력시험）대책」,「EJU ( 일본 유학시험 ) 대책」등이 있습니다.
입학시기

코스기간

수업시간

레벨

4 월입학

2년

월요일~금요일
【오전】 9:30~13:15
【오후】13:45~17:30
（1 교시 50 분×4 교시）

초급, 초중급, 중급,
중상급, 상급

10 월입학

1.5 년

※매학기, 모든 레벨의 강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 레벨에 따라 오전/오후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일본어 코스：후쿠오카 ＹＭＣＡ일본어 학교

（텐진교）

초급부터 상급까지, 일본어 능력에 맞추어 클래스가 편성되고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등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급 레벨 이상이 되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 수업에는 「JLPT( 일본어 능력시험）대책」,「비즈니스 일본어」등이 있습니다.
입학시기

코스기간

4 월입학

1년
2년

10 월입학

1.5 년

수업시간

레벨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50
【오후】13:20~17:10
（1 교시 50 분×4 교시）

초급 1, 초급 2, 초중급,
중급, 중상급, 상급
※ 매학기, 모든 레벨의 강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 레벨에 따라 오전/오후부로 나누어집니다.

◎ 코스 기간에 관하여
입학시의 일본어 능력이나 진로에 따라, 코스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중에 종료하는 경우는 졸업(수료)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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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제출에 관하여
《 원서 제출 자격 》
①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 12 년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② 원서제출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150 시간 이상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는 자.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N5 또는 J-TEST・F 급 이상의 레벨인 자
《원서 접수 기간》

입학시기

원서 접수 기간

4 월 입학

전년도 8 월~전년도 11 월 10 일

10 월 입학

2 월~5 월 10 일

◎ 모집 정원에 달하면, 원서 접수 기간내라도 접수가 거부될 수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제출 방법》
◇ 직접 후쿠오카 YMCA 창구에 제출
반드시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한 후, 제출 서류를 갖추어서 연락한 본인이 창구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제휴기관을 통한 제출
원서제출 절차에 관한 것은 각 제휴기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휴기관은 각 국（대만, 대한민국, 타이, 베트남 등）에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에 관하여》
신청자의 일본에서의 취학 의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봄 입학의 경우 10 월 하순경, 가을
입학의 경우 4 월 하순경에 필요에 따라 현지 면접을 시행합니다.
《원서 제출에서 입학까지의 흐름》
①원서및 필요서류・전형료 제출
⑤학비 납입

학생

ＹＭＣＡ

or
해외 제휴기관
⑦
사
증
신
청

⑧
사
증
발
급

②입학 허가
⑥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인 ③ 송부
신 정 재
청 증 류
명 자
서 격

③
신재
청류
자
격
정
증
명
서

④
교재
부류
자
격
증
명
서

재외일본공관

입국관리국

（대사관・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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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제출 서류에 관하여
≪주의사항≫
＊제출 할 서류는, 신청 전 3 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일본어 이외의 서류는 전부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출한 서류는 원칙상 반환하지 않습니다.(1 회밖에 발행되지 않는 인증서 등은 반환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이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단기체류 이외의 비자를 발행 받으셨던 분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기재가 있을 시엔, 불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Ⅰ ．신청자에 관한 서류

※소정의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

① 입학원서（지정서식）
・서명이외는 가능한 컴퓨터로 입력하여 작성해주세요.
손글씨로 쓸 경우는 바르게 써주세요.
・이력에 6 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엔, 그 사이의 설명을원서(페이지 2, 6 번항목)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취학이유서（지정서식-1）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입학심사 시에 가장 중시되는 서류입니다. 본교에서의 학습목적과 졸업 후의 진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최종학교졸업 후 5 년이상 경과한 경우, 특별히 지금까지의 경력, 일본어학습의 목적과 필요성,
졸업 후의 진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③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원본
・졸업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경우에 따라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④ 재직증명서
・재직 중이신 분은, 근무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일본어 능력증명서류
・일본어 능력시험 N5 이상의 합격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150 시간 이상의 일본어 학습을 증명하는 일본어 교육기관 발행의 증명서인 경우엔,
학습시간,학습 기간, 출석률, 이수내용, 코스명, 완료 목표 레벨, 사용 교재 명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⑥ 사진 3 장（4cm×3cm）
・신청 3 개월이내에 촬영 한 사진. 1 장은 서류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원서의 크기 규정을 참조해주세요.
⑦ 여권의 복사본
・신분사항（이름 등）이 기재된,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 여권도 포함하여 일본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는
페이지 전부를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호적등본,주민등록증,ID 카드 등의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⑧ 재일친족의 서류
・재일친족이 있을 경우는, 재류카드, 주민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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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비 지불자에 관한 서류
① 경비지불서（지정서식-2）
・반드시 경비지불자 본인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모 이외의 경우엔, 관계와 경비지불을 하게 된 경위설명서(지정서식-3)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예금잔고증명서 원본（외국통화 가능）
・유학중의 학비, 생활비에 상당하는 비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③ 자금형성과정을 증명하는 자료
・과거 1 년간 분의 통장의 복사본 등, 예금잔고의 형성과정이 표시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④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해당 되는 것）
・회사원의 경우：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재직기간, 업무내역이 기재된 근무처 발행의 재직증명서
・회사경영자 및 임원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의 경우：영업허가서의 복사본
⑤ 소득증명서류
・수입증명서 : 공적기관발행의 증명서로 되도록 연간소득이 적혀있는 증명서
・납세증명서 : 소득세를 관할하는 공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⑥ 신청자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 출생증명서등의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⑦ 주민표 또는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 일본에 재류중인 사람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장학금제도에 관하여
후쿠오카 YMCA 에는 학습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 신 입 생 대 상 ※인원수에 상한이 있으며 입학할 때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후쿠오카ＹＭＣＡ학비감면장학금 》
○ N1:80,000 엔 ○ N2:50,000 엔
☆ 재 학 생 대 상 ※6 개월 재적이후, 선발 후 결정합니다.
《후쿠오카ＹＭＣＡ학비감면장학금》
○ 인수：1 학기 3~4 명
○ 금액：50,000 엔~70,000 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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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에 관하여
학습기간

전형료

납입시기

4 월입학
(1 년코스)
10 월입학
(1.5 년코스)
4 월입학
(2 년코스)
◎ 수업료에는

신청 시

입학금

1 년차

2 년차

수업료

수업료

(시설 교재비 포함)

(시설 교재비 포함)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

합계

2 년차 개학 전

￥30,000

￥80,000

￥704,000

￥814,000

￥30,000

￥80,000

￥704,000

￥352,000

￥1,166,000

￥30,000

￥80,000

￥704,000

￥704,000

￥1,518,000

시설교재비(텍스트・과외활동비・건강진단・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입방법》
학교접수처에 현금납입, 또는 학교지정 은행계좌(P.8 참조)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의 경우, 입학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자와 입학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송금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송금 수수료 이외에 해외중계은행과 수취은행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두 신청자 부담이 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학비 환불에 관하여》
○ 본교심사에서 입학불허가, 또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에서 불합격의 경우 또는 학비납입 이전에
입학이 취소된 경우.
→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고 입학절차가 종료 된 후,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불합격의
경우
→ 전형료와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교에서 비자불합격을 확인 한 후, 수업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고 입학절차가 종료 된 후, 일본입국 전 입학취소의 경우
→ 전형료와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학취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학허가증명서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반환을 확인 후, 수업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입학 후 중도종료의 경우(입국 후 불입학의 경우도 포함)
→ 전형료와 입학금 및 재적학기중의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각 학기말까지 퇴학서를 제출한 경우, 귀국확인 혹은 해당 재류자격 변경을 확인 한 후, 다음
학기 이후의 수업료의 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법령 및 교칙을 위반하여 제적처분이 된 경우엔 학비를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입국지연이나 입학지연 등으로 인한 미수강분의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사고,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수업을 중지하는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재비의 기준：1 년간》
학비

780,000 엔

기숙사

【초기 비용】20,000 엔～70,000 엔＋【월세】360,000 엔～480,000 엔

수도광열비

60,000 엔～120,000 엔

보험료

【건강 보험】20,000 엔＋【주택 보험】4,000 엔～32,000 엔

그 외
합계

【식비】240,000 엔～360,000 엔＋【휴대 전화
요금 】60,000 엔～120,000 엔
약 1,500,000 엔～2,000,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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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학생기숙사에 관하여

☆상세한 제휴기숙사 정보는 HP 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fukuoka-ymca.or.jp/Japanese-kr

《후쿠오카ＹＭＣＡ제휴학생기숙사예》
기숙사명

①도미 후쿠오카

②쉐어리스타일 하카타

기숙사타입

학생기숙사（식사 첨부）

학생기숙사（식사 없음）

주소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니시진5-15-43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이지리 1-32-5

교통

지하철공항선「니시진」

니시테츠 전차「이지리」

통학

【텐진】약 15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25～30분）
【나나쿠마】약25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25～30분）

【텐진】약 20분：도보→전철→도보
（자전거약45분）
【나나쿠마】약45분：도보→전철→버스→도보
（자전거약40～60분）

교통비※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9,13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1,800엔

【텐진】전차정기（3개월）：25,280엔
【나나쿠마】전차+버스정기（3개월）：29,300엔

보증료등

입주비：51,000엔（환불 불가）
리폼 비：15,000엔
건물유지비：3,000엔 / 년

청소비：18,000엔 / 첫회 만

월세

52,300엔／월（아침, 저녁 식사 포함）

40,000엔／월

수도광열비

6,600엔／월

월세에 포함

인터넷

550엔／월

월세에 포함

3개월비용기준

247,350엔

138,000엔

크기

21㎡

12.00㎡～

실내설비

유닛베스、화장실、미니 키친、
책장、옷장、에어컨、
침대、책상・의자、냉장고、세탁기

유닛베스、화장실、에어컨、
침대、책상・의자、냉장고

공유설비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식당、다리미、청소기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식당、키친、세탁기

기숙사명

③돔 니시신

④델코 홈즈 벳부

기숙사타입

맨션

맨션

주소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니시진5-13-28

후쿠오카시 죠난쿠 벳부 2-10-19

교통

지하철공항선「니시진」

지하철나나쿠마선「벳부」

통학

【텐진】약 25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30～35분）
【나나쿠마】약20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15～20분）

【텐진】약 20분：도보→지하철→도보
（자전거약25～30분）
【나나쿠마】약10분：도보→버스→도보
（자전거약10～15분）

교통비※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9,13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1,800엔

【텐진】지하철정기（3개월）：29,130엔
【나나쿠마】버스정기（3개월）：21,800엔

보증료등

입관비：80,000엔（원칙 환불）
방 청소 비용 ：35,000엔
연간 관리비 ：108,000엔 / 년

보증료：50,000엔（원칙 환불）
청소비：11,000엔
리넨비（친구・카텐）：3,300엔

월세

58,000엔／월

50,000엔／월
（수도광열비포함）※상한 있음

■요금（3개월 이상～）

■설비・비품

■요금（3개월 이상～）

수도광열비

사용분

―

인터넷

월세에 포함（유선LAN）

월세에 포함（무선LAN）

3개월비용기준

397,000엔

214,300엔

크기

24.84㎡

19.2㎡

실내설비

욕실、건식 세면대、화장실、에어컨、키친、
옷장、세탁기、냉장고、조명、바닥 난방、
신발장、방범 카메라

침대、욕실、화장실、에어컨、침대、TV、
테이블、청소기、드라이기、침구、조리도구、식기

공유설비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방범 카메라、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엘리베이터、오토록 현관

■설비・비품

후쿠오카시내에 한해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니시테츠 버스 정기권을 월 7200엔으로 이용하실수있습니다

《비고》・공실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비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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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YMCA 학원 （나나쿠마교）
〒814-0133 후쿠오카시 죠난구 나나쿠마 1-1-10
Tel : (81）92-831-1771 Fax : (81）92-822-8701
E-mail : f-j-college@fukuokaymca.org
HP: http://www.fukuoka-ymca.or.jp/japanese/nanakuma/
● 접수시간：월~금 9:00~17:30 （공휴일 제외）
※ 방문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은행 명

福岡銀行 荒江支店 후쿠오카은행 아라에지점

Bank Name

The Bank of Fukuoka, LTD. Arae Branch

은행 주소

후쿠오카시 사하라구 아라에 2-9-5

Bank Address

2-9-5 Arae, Sawara-ku, Fukuoka-city, Fukuoka, Japan

계좌 번호

보통계좌 1508107

Account No.

Ordinary Deposit 1508107

계좌 명의

학교법인후쿠오카 YMCA 학원 이사장 사이토 아키히코

Account Name

Swift Code

Fukuoka YMCA Gakuin,

Akihiko Saito

FKBKJPJT

후쿠오카 ＹＭＣＡ일본어 학교 （텐진교）
〒810-0001 후쿠오카시 중앙구 텐진 3-4-7 텐진 아사히 빌딩 2Ｆ
Tel : (81）92-781-7410 Fax : (81）92-712-4223
E-mail : f-nihongo@fukuokaymca.org
HP : http://www.fukuoka-ymca.or.jp/japanese
● 접수 시간：월~금 9 시~17：30 시（공휴일 제외）
※ 방문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계좌 】

은행 명

니시니혼시티은행 아라에 지점

Bank Name

The Nishi-Nippon City Bank, LTD. Arae Branch

은행 주소

후쿠오카시 사하라구 아라에 2-11-3

Bank Address

2-11-3 Arae, Sawara-ku, Fukuoka-city, Fukuoka, Japan

계좌 번호

보통계좌 1583788

Account No.

Ordinary Deposit 1583788

계좌 명의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 YMCA 이사장 사이토 아키히코

Account Name

Swift Code

Fukuoka YMCA, Akihiko Saito

NISIJP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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