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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교를
고르는

1 학교의 위치만 보는 것은 절대 금물
도쿄는 대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월세가
비쌉니다. 2년간의 취학기간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후나바시시(인구68만)는 도쿄역까지 25분, 나리타 공항까지
43분, 세계 제일의 도쿄 스카이트리(634m)까지 23분이면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케이요 공업지대가
있어 우수한 기업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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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비만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
도쿄에 위치한 일본어 학교는 학비가 비교적 비쌉니다. 물가가
높고, 월세도 높기 때문에 총 유학비용(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비용)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2년간의 총 학비는 누구나
큰 부담이 됩니다. 본교는 상해보험료, 기초과목수업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숙사비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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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시스템(커리큘럼이나 교사)을 꼼꼼히 체크하기!
일본어학교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일본어 공부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는 비용 대비 성과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교에서는 연간 800시간의 수준 높은
수업내용과 3개월에 한번씩 있는 학교 내 테스트

점수를 기준으로 학급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
베테랑 교사들이 기초과목을 담당하며, 여러 학생의
목 적 , 목 표 , 희 망 , 꿈 을 실 현 하 기 위 해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진학 등 학생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어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능력시험 대책 및 유학시험을 위한
기초강좌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학, 진로,

생활지도도 학생의 요구, 가치, 만족 실현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학생 지원 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학생 별 국적 구성 비율이 한 나라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학생 여러분은 일본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본인의 목적, 목표,
희망,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모국의 학생이 많으면
모국어로 회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연히 일본어
레벨 향상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다국적의 학생이

많으면, 일본어도 공부하며, 아시아, 유럽의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의 친구를 2년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20여 개국의 학생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