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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방 침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4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교는 이 4가지의 총합적 능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습득을 목표로 소인수

클래스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일본인과 교류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일본의 문화・사회・역사・습관을 이해하고 일본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도와 풍부한 표현력을 터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합니다. 

졸업후에는 전문학교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유학시험(EJU)」의 수험대책교육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특히, 일본어능력시험

대책은 초급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졸업까지 최종 취득 목표는 1년 6개월 코스의

경우는 N2이상, 2년 코스의 경우는 N1으로 합니다.

졸업 전에는 재학중에 교류가 있었던 일본인도 초대해서 졸업 발표를 개최합니다. 

학생 스스로 선정한 테마에 따라서, 조사・연구를 실시, 일본어를 발표함으로써

본교에서 배운 일본어 학습의 집대성으로 합니다.

학 교 장 인 사 말

본교 교육 이념은, 일본어 교육을 통해서, 일본 및 학우 출신국들의

문화・사회・습관을이해하고 수용할수 있도록 국제 감각을 키워 국제

사회를 리드할 수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함께 생활하는 니가타의 국제화

촉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방을 크게 좌우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교에서 지내는 기간은, 여러분이 장래에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 졸업후

에진학할 전문학교나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한층 깊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스테지입니다. 

본교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일본어를 배우면서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고

충실한 유학 생활을 보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일본어칼리지 학원장 정 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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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만발한 니가타의 봄소식.

여름 밤하늘에 찬란한 불꽃놀이

공기맑은 니가타는 단풍의 아름다움도 최고

겨울철 백조가 날아오는 일본 제일의 토야노호수

니 가 타 소 개

니가타시는 인구 약 81만명으로 동해측 최대 유일한 정령지정도시로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한국, 러시아 교역의 창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까지는

신간센으로 1.5시간 걸리며, 니가타 국제 공항에서 국내 주요 도시는 물론

여러국가와 직행편이 발착하고 있어 해외 항공편 이용도 아주 편리합니다. 

니가타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일본의 으뜸가는 쌀생산지로 알려진 곡창

지대입니다. 바다와 산의 보물이 가득하며 풍부한 음식문화는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으며 「음식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근면하고 성실한 니가타의 달인들의 손에 의한 훌륭한 공예품과 정밀기계는

세계로 수출되어 그 기술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니가타시는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물가도 저렴하고 치안도 안전하며, 일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보면, 

소박하고 친절한 니가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으므로 유학생 여러분은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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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입학까지의 절차

４월입학 10월입학

8/1～10/31 3/1～5/31 ★ 원서와 신청서류제출

◎１

◎２

◎３

◎４

10/1～31 4/1～5/31 ★ 합격결과통지

서류 선고 결과를 학교가 통지합니다.

11/15 6/15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학교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다음년2월말 8월말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3/1～15 9/1～15 ★ 입학절차

학비 등 입학제비용을 납입합니다.

3/5～20 9/5～20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입학허가서를 송부

3/10～31 9/10～30 ★ 유학사정신청

★ 유학사정교부

★ 일본입국절차

◎１ 항공권을 예매합니다.

◎２ 일본 입국 날짜가 정해지면

학교에 연락합니다.

4/1～중순 10/1～중순 ★ 일본입국

◎ 나리타공항경유

나리타에서 국내선 니가타공항에…

◎ 니가타항공에 직접입국

한국：인천공항

중국：하얼빈 또는 상해공항 경유로 니가타공항에…

★ 니가타공항까지 학교측에서 마중 나갑니다.

4월중순 10월중순 ★★ 입학식

절차（★지원자가 할일　★학교가 할일　★공관이 할일）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학교에서

지원자에게 통지합니다.

학비 등 납입 확인후, 학교가 지원자에게 재류자격인정서및

입학허가서를 송부합니다.

유학사정이 교부되면

학교에 연락바랍니다.

입학준비를 시작합니다.

재류자격인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재외일본공관에 입학허가

를 신청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나 서류의 기일안에 미제출인 경우는 불합격

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협조 바랍니다.

서류제출시에는 선고료 납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리스트를 참조

나리타국제공항

IJCのみなさん

入学おめでとう！

니가타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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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학비

４월 입학코스（２년）

1년째 1년째 2년째

그외의 비용:

３．장학금제도

출석율 및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입학 6개월 이후에 장학금이 수여됨

1 　월액　30,000円（1년）

2 　월액　30,000円（1년）

3 　월액　10,000円～50,000円 （반년）

４．생활비（참고）

①기숙사비 참고：학교지정 아파트 1년간 주거 경우

　　※　계약금・복비・화재보험・이불・가스곤로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　가구・가전・식비・수도 광열비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니가타 월세는 도쿄의 약 2/3정도

②기숙사비 이외의 생활비 참고（１개월）

５．아르바이트

◎주요 아르바이트의 시급

식기닦기・조리보조

상품보충・매장청소・계산

상품검품・포장・출하작업

침대정리・청소등

급유・세차

국민건강보험료는 년간약 18,000 엔으로 일본규정에 따라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70%는 보험처리가되고 3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 　유　 소

직   종 업무 내용 평균월수입

호텔・빌딩등

공       장

음　 식　 점

낮근무 밤근무

시급（단위：円）

수퍼・편의점

　도쿄의 경우는、70,000～100,000円정도이기 때문에、

니가타의 생활비는 동경의 반에서2/3정도임.

　900
   　～950

  1,150
    ～1,250

  1,050
    ～1,125

  1,250
    ～1,375

   1,050
     ～1,125

  1,125
     ～1,150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아르바이트를 자세히 지도해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수있습니다.

　100,000
   　～ 105,000

 　95,000
   　～ 100,000

　105,000
   　～ 110,000

　950
  　～1,000

　850
  　～900

 1,000
  　～1,100

 　95,000
   　～ 100,000

　850
  　～900

300,000円

―

―

―

300,000円

　110,000
   　～ 120,000

 57,000円

 60,000円

 31,000円

622,000円

　니가타는 물가가 싸고 교통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식비・광열비・그외 잡비를 포함하면、40,000～50,000円정도임

２인이상

1인

동거인수 년간비용（１인당）

장   학   금   액

　국제일본어칼리지장학금

코 스

748,000円

600,000円

 57,000円

 60,000円

　　항 목

　국제일본어칼리지후원회 장학금

내     용

 31,000円 ―

748,000円

600,000円600,000円

  22,000円

―

260,000円～380,000円

440,000円

10월 입학코스（1년6개월）

2년째

합      계

수  업  료

교 재 비 등

입  학  금

선  고  료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자지원기구학습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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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년간 중요한 스케줄

년차 月

４월 입학식・오리엔테이션・꽃구경

５월

６월 초급Ⅰ수료시험・소풍

７월 칠석・바베큐파티

８월

９월 달구경파티

１０월 입학식・오리엔테이션

１１월 체육대회

１２월 중급Ⅰ수료시험 크리스마스파티 초급Ⅰ수료시험

１월 설날행사・설산체험

２월 대보름・발렌타인파티

３월 히나축제・봄방학 초급Ⅱ수료시험

４월 신입생환영회・꽃구경

５월 중급Ⅱ수료시험・건강진단

６월 소풍

７월 중급Ⅰ수료시험

８월

９월 중상급수료시험 진학가이던스・달구경파티

１０월

１１월 일본유학시험・체육대회 중급Ⅱ수료시험

１２월 상급Ⅰ수료시험

１월

２월 대보름・발렌타인파티

３월 졸업발표회・졸업식＆졸업파티

시간표（예）

초급반 중급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１ １

２ ２

３ ３ 작문

４ 한자 작문 독해 청해 작문 ４

상급반 일본어능력시험 이후의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１ １

２ ２

３ 작문 ３

４ ４

1
 
　

년

 
 
 

째

２
　
 

년

 
 
 

째

총    합

문법중심으로

회화, 문자, 독해, 청해를

총합적으로 학습한다.

총    합

JLPT대책집중강좌・니가타축제・여름방학

JLPT・칠석・바베큐파티

설날・일본어스피치컨테스트

JLPT・크리스마스파티

신입생환영회・할로윈파티

전코스공통 １０월 입학코스（1년6개월）４월 입학코스（２년）

일본어능력시험대책（N３～N2)

문법・어휘・한자・독해・청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총    합

시민교류회・교통안전지도

일본어능력시험대책（N1)

문법・어휘・한자・독해・청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총    합

일본어 공부의 집대성을 위해

졸업발표회의 준비를 한다.

졸업발표회는、

졸업전 마지막주에 개최한다.

일

본

문

화

체

험

시민교류회・건강진단・교통안전지도

시민교류회・건강진단・교통안전지도

신입생환영회・할로윈파티

초급Ⅱ수료시험・니가타축제・여름방학

日本語の勉強は

たのしいです。

一緒に勉強しよ

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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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

A：지원자 본인 서류

① 입학원서

② 지원자 사진　5장（세로4cm×가로3cm） 모자・안경 불가, 무배경, 정면사진

③ 이력서

④ 유학사유서

⑤ 경비지불자 친족・가족일람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류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⑦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류 성적표원본 또는 성적증명서

⑧

⑨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의 복사본 또는 수험표 JLPT, Nat-Test 등

⑩ 신분증명 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 신분증명서 등

⑪ 재학증명서 현재, 학생인 경우만

⑫ 재직증명서 학교 졸업후, 현재까지 근무한  회사의 발행 증명서

⑬ 여권 복사 여권이 있는자만. 전 페이지 복사

⑭ 선고료 31,000円

⑮ 그 외, 본교가 의뢰한 서류 원서 제출후에 의뢰할 수도 있음

B：경제지불자의 서류

① 경비지불서

② 신원・경비지불보증서

③

④ 은행잔고증명서

⑤ 통장복사본 최근 과거 3년분이 기재 되어 있는 통장 전 페이지

⑥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서, 회사의 등기부등본 등

⑦ 수입증명서 최근 과거 3년분

⑧ 납세증명서 최근 과거 3년분

⑨ 신분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신분증명서, 재류카드 등

⑩ 그 외 본교가 의뢰하는 서류

★ 주의사항

① 공적기관 발행의 증명서 등은 일본 입국 관리국에 신청일 3개월 전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② 복사본은 Ａ４사이즈로 통일합니다.

③ 서류 복사본은 양면 복사는 불가합니다.

④ 일본어 이외에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비          고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발행한 수강기간・총시간수（150시간

이상）이 기재되어 있는것

지원자와 경제지불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

일본어 학습 증명서

提　出　書　類 備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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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緒に勉強しよう！

국제일본어칼리지

교실

다목적실

도서실

보건실

자습실

화장실

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