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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요즈음 시대는 인터넷의 발달로 어학을 배우거나 유학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 년 이상의 교사 생활을 하며 만났던 3000 여 명의 

학생들은 “유학의 경험”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학은 홀로 외국이라는 타지에서 언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본교는 1988 년에 창립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껏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를 발전시키며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학교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어가 걸려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노력할 

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의 

유학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심어주세요. 일본 유학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빛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장 야마구치 시즈코 

(山 口 閑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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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 의 특색-ＪＥＴ 일본어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1988 년에 김미령선생님(金美齢 전 교장)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정식 학교(도쿄 도지사 

인가의 학교법인)에서, 창립이래로 주로 일본의 대학 진학지도에 힘을 기울여, 실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전일제(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제도) 커리큐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취업지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 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국비 유학생 60 명이상을 받았습니다. 
 

――「준비교육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12 년간의 학교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조건입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11 년 혹은 10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 
일본에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부과학대신(문교부 장관에 해당)으로부터 
특별히 지정 받은 준비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 
교육과정을 겸한 학교를 준비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JET 에서는, 4 월 개강의 1 년 과정(일본어진학과 A)과, 10 월 개강의 1 년 반 
과정(일본어 진학과 B)이 준비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진학과는 어떤 수업을 합니까? 

국공립대학 ・ 대학원이나 유명 사립대학 ・ 대학원의 입학시험 합격을 목표로, 
일본유학시험(EJU)이나 일본어능력시험(JLPT)N1 대책은 물론, 만전의 수험준비를 
합니다. 일본어 및, 영어나 수학, 이과(물리, 화학, 생물) 과목 등도 이수합니다. 

입시에서 필요로하는 연구계획서나 면접 등을 위한 지도를 비롯해, 출원이나 입학 
수속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까지, 세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을 목표로 하는 코스가 있습니까? 

일본어 1 년코스(일본어기초과)가 적합합니다. 이 코스에서는 취직 세미나나 비즈니스 
일본어강좌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대학생과의 교류나 홈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가며,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혀 나갑니다. JLPT N1 이나 N2 의 
수험에도 대응을 하고 있어 읽기·쓰기의 능력도 균형이 잘 잡히게 되므로, 
전문학교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도 적합합니다.  
 
――단기 코스는 있습니까? 

학기 도중이라도 자신의 일본어 수준에 알맞은 클래스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여름방학 중에는, 일본어능력시험 회화 코스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배우는 개인레슨도 있습니다. 
 
――장학금은 있습니까? 

학습태도 및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각종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문부과학성의 학습장려금, 타카야마 국제교육재단 장학금, 셈모토재단 장학금, 쿄리츠 

국제교류재단 장학금, 사단법인 윤리연구소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JET 일본어 학교에는 후원회가 있어, 졸업생이나 후원자분들로부터의 기부금에 

의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조활동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있습니까? 

본교에는 통학에 편리한 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전기제품 
등을 완비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도착한 바로 그날부터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간업자의 운영에 의한 학생회관도 소개해 드립니다. 
 

――학생 할인이 있습니까? 
본교는 정식 학교이므로, 정규학생은 학생 할인요금(30~50%할인)으로 통학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을 할 경우 JR 운임은 20%할인이 됩니다. 음악회, 
영화, 미술관 등에서도 학생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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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의 개요 

１.대학・대학원 진학 1 년 코스 (4 월 입학) 
 제 1 학기 

4 월~9 월 

제 2 학기 

10 월~3 월 

학과명 일본어 진학과 A  (준비교육과정) 

비자 유학비자(1 년 3 개월) 

수업시간 

（필수과목） 

1,000 시간 

(일본어・현대사회・영어) 

레벨 중급(진학 클래스) 상급(진학 클래스) 

수업료 
820,000 엔 

(수학을 선택이수 하는 경우는, 별도로 70,000 엔. 물리, 화학, 생물은 각각 35,000 엔.) 

 
 

２.대학・대학원 진학１.５년 코스（10 월 입학） 
 제 1 학기 

10 월~3 월 

제 2 학기 

4 월~9 월 

제 3 학기 

10 월~3 월 

학과명 일본어 진학과 B  (준비교육과정) 

비자 유학비자(2 년) 

수업시간 

（필수과목） 

440 시간 
（일본어） 

1,000 시간 
(일본어・현대사회・영어) 

레벨 
중급전기 

(일본어 클래스) 

중급후기 

(진학 클래스) 

상급 

(진학 클래스) 

수업료 
1,170,000 엔 

(수학을 선택이수 하는 경우는, 별도로 70,000 엔. 물리, 화학, 생물은 각각 35,000 엔.) 
 
 

３.대학・대학원 진학 2 년 코스（4 월 입학） 
 제 1 학기 

4 월~9 월 

제 2 학기 

10 월~3 월 

제 3 학기 

4 월~9 월 

제 ４학기 

10 월~3 월 

학과명 일본어기초과 A 일본어 진학과 A  (준비교육과정) 

비자 유학비자(1 년 3 개월) 유학비자 갱신(1 년) 

수업시간 

（필수과목） 

440 시간 
（일본어） 

440 시간 
（일본어） 

1,000 시간 
(일본어・현대사회・영어) 

레벨 
초급 

(일본어 클래스) 

중급전기 

(일본어 클래스) 

중급후기 

(진학 클래스) 

상급 

(진학 클래스) 

수업료 700,000 엔 
820,000 엔 

(수학을 선택이수 하는 경우는, 별도로 70,000 엔. 

 물리, 화학, 생물은 각각 35,000 엔.) 
 
 

４.일본어 １년 코스（4 월 입학／10 월 입학） 
  ~일본에서 취직을 하거나 전문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 

 제 1 학기 

4 월~9 월／10 월~3 월 

제 2 학기 

10 월~3 월／4 월~9 월 

학과명 일본어기초과 A / B 

비자 유학비자(1 년 3 개월) 

수업시간（필수과목） 440 시간（일본어） 440 시간（일본어） 

레벨 
초급・중급・상급 

(일본어 클래스) 

초급・중급・상급 

(일본어 클래스) 

수업료 700,000 엔 
＊일본어 코스는 원칙적으로 1 년 과정입니다만, 출석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2 년까지 연장해서 

이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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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간표와 특색 
 (이하는 시간표의 한 예로, 연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학 클래스」의 주간 시간표 
「진학 1 년 코스」의 모든 학기와 「진학 1.5 년 코스」의 제 2 학기와 제 3 학기,「진학 2 년 

코스」의 제 3 학기와 제 4 학기가「진학 클래스」의 스케줄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1 9:00-9:50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2 9:55-10:45 

3 10:55-11:45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4 11:50-12:40 

5 14:00-14:50 일본사정 
4 월～9 월 

한 자 이과 수학 
(선택) 

4 월～11 월 

문과 수학 
(선택) 

4 월～11 월 

영 어 
4 월～12 월 6 14:55-15:45 

현대사회 
4 월～9 월 7 15:50-16:40 생물(선택) 

4 월～11 월 
개별지도 

화학(선택) 
4 월～11 월 

물리(선택) 
4 월～11 월 

 

 
16:40- 개별지도 개별지도 개별지도 개별지도 

＊사용 교재 
<중급 단계> 

「중급을 배우자」（中級を学ぼう）,  

「문화 중급일본어」（文化中級日本語）,  

「토픽에 따라 배우는 일본어 종합연습 중급전기・중급후기」（トピックによる日本語総合演習中級前期･中級後期）, 

「읽는 트레이닝 일본 유학시험 대응」（読むトレーニング日本留学試験対応）, 

「듣는 트레이닝 일본 유학시험 대응」（聴くトレーニング日本留学試験対応）, 

「매일 청취 50 일」（毎日の聞き取り 50日）등등 

 

<상급 단계>  

「중급에서 상급으로의 일본어」（中級から上級への日本語）,  

「어떤 때에 어떻게 쓰는 일본어 표현문형 500」（どんな時どう使う 日本語表現文型 500）,  

「토픽에 따른 일본어 종합연습 상급」（トピックによる日本語総合演習上級）,  

「유학생을 위한 시대를 해독하는 상급일본어」（留学生のための時代を読み解く上級日本語）등등  

이 외에도 신문, TV, 소설, 에세이 등, 원문 교재를 가능한 한 도입하여, 단순히 어학뿐만이 아니고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지식의 습득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진학 클래스」의 특색 
○ 유명대학・ 대학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JLPT 의 N1 레벨의 일본어능력을 익히어, 

EJU 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합니다. 

○「일본사정」이나 「현대사회」시간에는, EJU 의「종합과목」 대책도 확실하게 

실시합니다. (대학원 지망자에 대해서는, 논문 독해 지도를 실시합니다.) 

○「영어」는 필수과목입니다. 레벨 별 클래스에서 TOEFL 대책도 실시합니다. 

○「수학」(문과・이과),「물리」,「화학」,「생물」은, JET 의 전임교사가 지도하고 있고, 

언제든지 질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레벨 별로 재편성한 클래스에서, 주에 한 번 집중수업을 실시합니다. 

○ 면접연습은, 담당교사가 철저하게 개인지도합니다. 

○ 대학원 수험에서 중요한 「연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담당교사가 친절하게 

개인지도합니다. 

○ 대학원 진학 희망자 만으로 팀을 편성해서 공부회를 열고, 「연구계획 발표회」를 

교내에서 년에 2 회 개최합니다. 

○ 수업시간 외에는, 유명대학 ・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를 초대해서 진학좌담회를 

실시하거나, 일본인 대학생과의 교류, 대학 방문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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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클래스」의 주간 시간표 
「진학 1.5 년 코스」의 제 1 학기, 「진학 2 년 코스」의 제 1 학기와 제 2 학기, 「일본어 1 년 

코스」의 모든 학기가 「일본어 클래스」의 스케줄이 됩니다. 

 

【중상급레벨】 
  월 화 수 목 금 

1 9:00-9:50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2 9:55-10:45 

3 10:55-11:45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4 11:50-12:40 

5 14:00-14:50 
일본사정 

한 자 
한자／다독 일본어 일본사정 

6 14:55-15:45  

 【초급레벨】  

  월 화 수 목 금 

1 9:00-9:50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2 9:55-10:45 

3 10:55-11:45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4 11:50-12:40 

5 14:00-14:50 
 일본어 한자／다독 일본어  

6 14:55-15:45 

＊사용 교재 
<초급단계>  

「민나노 니홍고Ⅰ・Ⅱ ・2 판」（みんなの日本語Ⅰ・Ⅱ 第 2版）  

<중급・상급 단계> 

「중급으로 가자」（中級へ行こう）,  

「중급을 배우자」（中級を学ぼう）,  

「트라이! 일본어 능력시험 문법으로 늘리는 일본어」（TRY!日本語能力試験 文法 か ら の ば す

日本語）,  

「페어로 외우는 다양한 언어」（ペアで覚えるいろいろなことば）,  

「매일 청취 50 일」（毎日の聞き取り 50日）등등  

이 외에도 신문기사나 일본의 저명한 작가의 문학작품도 다룹니다. 

●「일본어 클래스」의 특색 
○ 전일제로, 연간수업시간은 880 시간 이상 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기능을 밸런스 좋게 습득합니다. JLPT 대책도 실시합니다. 

○「일본사정」은, 다양한 테마의 수업 중에서 선택 이수합니다. 일본의 인기 TV 

드라마로부터 자연스러운 회화나 발음을 배우는 클래스, 일본문학에 도전하는 클래스, 

노래로 일본어를 배우는 클래스 등, 테마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자」는 레벨 별로 재편성 한 클래스에서, 주에 한 번 집중수업을 실시합니다. 비 

한자권에서 온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자 보습 수업도 있습니다. 

○「다독」 시간에는 알기 쉬운 일본어로 적힌 책을 많이 읽습니다. 

○ 수업시간 외에, 다양한 과외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일본인 대학생（와세다대학,메이지대학 등）과의 교류활동이 연간 20 회 이상 

있습니다. 

○ 여름방학 등에 일본전국에서 실시되는 홈스테이에도 참가 가능합니다. 

○ 가부키나 차도 등,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미술관이나 공장 등의 견학, 하이킹 등의 학교행사가 매우 풍부합니다. 

○ 단기입학(1～3 개월)도 가능합니다. 

●취업 지도에 대해서 
 ○취업지도 전문교사나 학교 근처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을 모셔서 취업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또한, JET 의 취업지도담당 스태프가 정보제공이나 학생상담을 맡아 1 년 

동안 취업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 견학과 인턴십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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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 학 금 명 급 여 액 급여기간 
JET 에서의 

연간 수급자 수 
선 고 기 준 등 

문부 과학성 

학습 장려비 

 

매 월 

30,000 엔 

또는 48,000 엔 

 

1 년 또는 반년 1～2 명 

JET 에서의 학습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부 

과학성에 추천. 

문부 과학성 

학습 장려비 

(예약) 

매 월 

48,000 엔 
1 년 1～7 명 

EJU 의 성적 우수자가, 

대학 등에 진학 후, 

수급 예약 가능. 

타카야마 

국제 교육 

재단 장학금 

매 월 

70,000 엔 
1 년 1～2 명 

JET 에서의 학습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타카야마 

국제 교육 재단에 추천. 

쿄리츠 

국제교류 

장학재단 

장학금 

매 월 

60,000 엔 
1 년 1 명 

JET 에서의 학습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쿄리츠 

국제교류 장학재단에 

추천. 

셈모토재단 

장학금 

매 월 

6~12 만엔 

4 년 6 개월 

(초년도는 

JET, 다음 

연도 이후는 

대학교) 

1~2 명 

JET 에서의 학습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셈모토재단에 

추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JET 일본어

학교 후원회 

장학금 

일시금으로써  

1～15 만 엔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며, 학습태도 

등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학생에게, 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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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스케줄 (2023 년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4 월 3 일 반배정 시험 

4 월 4 일 입학식 

4 월 5 일 수업개시 

7 월 29 일～8 월 20 일 여름방학(기초과) 

8 월 5 일～8 월 20 일 여름방학(진학과) 

(7 월 31 일～8 월 11 일 섬머코스) 

9 월 15 일 졸업식(기초과)  

9 월 29 일 진학과 전기종료 

【후기】 
10 월 2 일 반배정 시험 

10 월 3 일 입학식 

10 월 4 일 수업개시 

12 월 23 일～１월 4 일 겨울방학 

2024 년 3 월 8 일 졸업식 

 

 

 ACTIVITY 다양한 활동 

소 풍 
봄과 가을, 학생들의 기획도 받아들여, 하이킹이나 바비큐 등을 즐깁니다. 

친목을 다질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일본인 대학생도 참가합니다. 

초등학교 방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서로의 나라의 생활에 대하여 소개하는 교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함께 급식도 먹습니다. 

방재훈련 

방재 센터에서 실제로 진도 6 의 지진(격진)을 체험합니다. 또한, 연기 

속에서 피난을 하거나, 소화나 인공호흡의 훈련을 해서, 비상시의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배웁니다. 

교내에서도 정기적으로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대회 

각 클래스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전교생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평소의 

학습 성과를 발휘합니다. 과거에 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대만 학생은, 

그 후, NHK TV 에서도 방영되는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변론대회」에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불꽃놀이 대회 
에도가와의 불꽃놀이 대회를 구경하러 가고, 아사쿠사나 카츠시카시바마타 

등 도쿄의 시타마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유카타를 

입는 학생을 위하여, 입는 방법 교실도 실시합니다. 

홈스테이 

여름방학에는 카나가와현 유가와라마치에서 개최되는 8 일간의 홈스테이,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에서 개최되는 4 일간의 홈스테이 및, 큐슈,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등의 일본 명소에서 실시되는 홈스테이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 내에서 주말 단기 홈스테이의 기회도 

있습니다. 

대망년회 
학생들의 기획으로, 각국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거나, 흥미진진한 

퀴즈 게임으로, 연말의 한 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 여행 
유학생 스포츠 교류회의 주최에 의한 스키 여행에 참가합니다. 초심자라도 

즐길 수가 있으며, JET 를 졸업 한 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일본의 전통예능인 가부키나 노를 직접 관람합니다. 박력 있는 스모를 

관전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차도를 체험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후지산 등산 
유학생 스포츠 교류회의 주최에 의한 후지산 등산(1 박 2 일)에 

참가합니다. 그 외에 동경근처의 산에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회 
오케스트라나 실내 연주회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일본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전국에 몇 백개나 있으며, 그 수준은 결코 프로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견학 
1 년에 2~3 회, 클래스 단위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거나, 공장 견학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일본인 대학생들과 대학을 견학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학생과의 

교류 

1 년에 20 회 이상, 일본인 대학생 그룹과의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대학생을 JET의 클래스에 불러서 회화 연습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 대회, 

대학 방문회, 파티 등 대학생 그룹에 의한 다양한 기획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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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숙사 입실 안내 
 
통학에 편리하며 최적한 학생 기숙사를 준비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기구는 전부 

갖추고 있으므로, 일본에 오신 그 날부터 바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단기계약】・・・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 90 일 이내입니다.  

(단기계약은 90 일 단기 체재비자의 학생에 한합니다.) 

【장기계약】・・・계약기간은 91 일 이상 2 년 이내입니다. 

  (원칙으로서 6 개월 계약입니다. 7 개월 이상 지내는 경우는,  

갱신료 5 만 엔이 필요합니다.) 

 

2. 입실금과 갱신료에 대해서 

 

3. 입실 시 비용 
【입실료】     30,000 엔（단기계약）또는 50,000 엔（장기계약） 
【보증금】     30,000 엔（퇴실시에 5000 엔을 공제 25,000 엔을 반환합니다） 

【화재 보험료】    6,000 엔 

 

  니시다이 기숙사  

장  소 
〒 175-0082 東京都 板橋区 高島平 1-28-3 (ミングル AP 高島平一番館) 

(1-28-3 Takashimadaira, Itabashi-ku,Tokyo  175-0082) 

교  통 지하철 미타선(三田線) 「니시다이(西台)」역에서 도보 6 분 

통학시간 25 분 

수용정원 4 명（ 하나의 침실에 1 명이 들어가며, 전체로는 2 명이 공동생활） 

비  용 

 

【입실시 비용】  

입실금(30,000 엔/50,000 엔), 화재보험료(6,000 엔), 보증금(30,000 엔) 

【매월에 학교로 납부하는 비용】기숙사비(50,000 엔), 관리비(10,000 엔) 

【계약 갱신시에 납부하는 비용】갱신료(50,000 엔) 

 

설  비  
냉난방 완비, 침대, 로커, 이불,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토스터, 식기류, 

코인 세탁기,  Wi-fi. 

방의배치 

침실 5 조(2 실), 부엌, 목욕실, 화장실, 베란다（ 28.04 ㎡） 

 

  단기계약 장기계약 

계약기간 1 개월～90 일 91 일～2 년 이내 

입실금 30,000 엔 50,000 엔 

갱신료 등 

장기계약으로 변경시, 

입실료의 차액 20,000 엔을 

받습니다. 

7 개월 이상 지내는 경우는 추가로 

갱신료 50,000 엔이 필요합니다.  

갱신료는 한 번 지불하면 

퇴실 시까지 유효합니다. 

http://jet.ac.jp/jp/domitory.html#5#5
http://jet.ac.jp/jp/domitory.html#5#5
http://jet.ac.jp/jp/domitory.html#3#3
http://jet.ac.jp/jp/domitory.html#3#3
http://jet.ac.jp/jp/domitory.html#hasune#hasune
http://jet.ac.jp/jp/domitory.html#hasune#has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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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달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 장기계약의 경우 처음 3 개월 분을 선납해주세요. 

【기숙사비】  50,000 엔 

【관리비】   10,000 엔（수도요금,  Wi-fi.） 

 

5. 주의 
이미 납부하신 예약금, 입실료, 갱신료, 기숙사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스, 전기, 인터넷 비용은 각각의 회사에 각자 실비 분을 지불합니다. 

퇴실시에 미납 전기 · 가스 요금 등이있는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입실자 픽업】 
학교 기숙사에 입실하는 학생은, 나리타 공항 또는 하네다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케부쿠로까지 와주십시오. 메트로폴리탄 호텔 앞에서 픽업을 하여, 기숙사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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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에 편리한 그 외의 학생 숙소 

숙 소 명 칭 
입거

조건 교  통 홈페이지 QR 

シェアハウス金子屋 

滝野川 
(쉐어 하우스 카네코야 타키노가와) 

※ 2024 년 3 월까지 

여 
JET 일본어학교에서 

도보 5 분 

http://www.hituji.jp/comret/i

nfo/tokyo/kita/sharehouse-k

anekoya 
 

シェアハウス金子屋 

板橋本町 
(쉐어 하우스 카네코야 이타바시혼쵸) 

남 

여 

토에이미타선 

「이타바시혼쵸」에서 

보도 2 분 

(통학시간 약 15 분) 

http://www.hituji.jp/comret/i

nfo/tokyo/itabashi/apartmen

ts-kanekoya 
 

BeGood池袋本町 
(BeGood 이케부쿠로혼쵸) 

남 

여 

JET 일본어학교에서 

도보 8 분 
https://bgj.co.jp/houses/B

eGood 池袋本町/ 

 

FlatShare 北池袋 여 도보 10 분 
https://bgj.co.jp/houses/F

latShareKitaikebukuroPort/ 

 

木村ビル 

(키무라빌딩) 

남 

여 

JET 일본어학교에서 

도보 5 분 

http://jet.ac.jp/kimurabuildin

g.pdf 

 

ホテル西川口 

ウィークリー 
(호텔니시카와구치위클리) 

남 

여 

JR 케이힌토호쿠선(京

浜東北線)「니시카와

구치(西川口)」역에서

부터 도보 2 분 

(통학시간 약 20 분) 

http://www.weekly-mansio

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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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생활 Q&A 
 

Q：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A：6 조(10 ㎡)로 욕실・화장실, 주방이 딸려 있다면 8~9 만 엔입니다. 계약할 때에는, 

첫달 분의 집세 이외에, 레이킹(礼金)이나 시키킹(敷金)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레이킹・시키킹과 함께 집세 2 개월 분 씩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에는 집세의 5~6 개월 분을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레이킹, 시키킹은 무엇입니까? 

A：레이킹은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것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키킹은 보증금으로서, 

아파트에서 나갈 때, 수선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반환됩니다. 

Q：아파트를 빌릴 때에, 보증인은 필요합니까? 

A：필요합니다. JET 에 재적 중에는 본교가 보증인이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우, 집세의 1 개월 분을 보증금으로서 학교가 맡습니다.) 

 

Q：식비는 어느 정도 합니까? 

A：자취를 한다면 한 달에 4~6 만 엔. 외식을 한다면 식사 한끼에 최소 600 엔은 

듭니다. 

Q：그 외에 드는 생활비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A：교통비로 5000 엔~1 만 엔. 수도, 전기, 가스비로 5000 엔~1 만 엔. 그 외에 2~3 만 

엔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 개월의 생활비는, 학비와는 별도로 최저 11~13 만 

엔 정도 듭니다. 

 

Q：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까? 

A：유학비자의 경우, 법률로서 1 주일간에 28 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를 목표 삼아 오는 것는 곤란하지만, 본교의 

규칙에서는, 학생은 입국하고 3 개월 후부터 아르바이트가 허가됩니다. 다만, 파칭코 

가게 등 풍속영업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진학 클래스에 한해서는, 

원칙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보통, 학생은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A：레스토랑에서의 접객이나 설거지, 빌딩 청소가 많습니다. 시급은 1,100 엔 

전후입니다. 

 

Q：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A：학생은 전원, 원칙적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부담액은 의료비의 30% 입니다. 단, 단기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업 중이나 통학중의 상해사고나 가해사고의 경우, 일본어학교 학생재해 

보상제도에 의해, 이하와 같은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이 재해보상보험의 연간 

적립금은 2,000 엔입니다. 단기생의 경우는 1 개월에 200 엔입니다. 전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후유장애 입원 통원 배상책임(대인) 배상책임(대물) 

170 만 엔 
2,400 엔 

(1 일 당) 

1,500 엔 

(1 일 당) 

1 명 5,000 만 엔 

사고 한번 5 억 엔 

사고 한번 

500 만 엔 

(면책금액 0 엔) 

 

Q：지진이 걱정됩니다･･･ 
A：본교 건물은 철근철골 콘크리트 건물로서 내진구조가 되어있으므로, 큰 지진이 

일어나도, 교내 건물은 안전합니다. 2011 년 3 월 11 일의 대지진에서도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학교의 기숙사도 안전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본격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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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도 ＪＥＴ일본어학교 학생모집요강 

１．코스 

코스 입학 월 학과 및 레벨 

대학・대학원진학 

１ 년  코 스 
４월 일본어 진학과 A (중급～상급) 

대학・대학원진학 

1 . 5 년  코 스 
10 월 일본어 진학과 B (중급～상급) 

대학・대학원진학 

２ 년  코 스 
４월 

일본어 기초과 A (초급～중급) 

→일본어 진학과 A (중급～상급) 

일본어  １년  코스 4・10 월 
일본어 기초과 A 또는 B 

 (초급～중급～상급) 

 

２． 정원  150 명（일본어 진학과 56 명・일본어 기초과 94 명） 

 

３． 응모자격 
１）외국에 있어 통상 과정에 의한 12 년의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２）외국에 있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진학자격이 되는 중등교육의 과정을 이수한 자. 

３）본교에 있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가 인정된 자. 
※  일부 나라・지역에서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４． 출원서류（다음의 Ａ ・ Ｂ 각 군 중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Ａ 신청인에　관한　서류  

１）입  학  원 서（본교지정의 형식）・・・・・・・・・・・・・・・１통 

２）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원본）・・・・・・・・・・１통 

３）최종학교의 재학 전기간의 성적표・・・・・・・・・・・・・・・・１통 

４）여권 사본・・・・・・・・・・・・・・・・・・・・・・・・・・・１통 

５）사진（４㎝×３㎝）（최근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７매 

 

Ｂ 　입증하는　자료학비등의　지변능력을  

 ａ. 본인의 양친 등 가족이 본국에서 송금하는 경우 

  １）송금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원본）・・・・・・・・・・・・・・１통 

  ２）경비지변서（본교 지정의 서식）・・・・・・・・・・・・・・・・・１통 

  ３）신청인과 송금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１통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의 원본 또는 원본증명서 사본） 

  ４）송금자의 직업과 연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１통 

 

 ｂ. 「자기자금」에 의한 경우（본인에게 충분한 직업 경력이 있는 경우） 

１）신청인 본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원본） ・・・・・・・・・・・１통 

２）신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１통 

 

 ｃ.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 등이 지불하는 경우 

  １）경비 지변서（본교 지정의 서식） ・・・・・・・・・・・・・・・・１통 

  ２）총 소득금액이 기재된 과세증명서（시청・구청 발행）・・・・・・・１통 

３）경비 지변자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서・・・・・・・・・・・・・・・１통 

４）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１통 

５）직업을 증명하는 자료・・・・・・・・・・・・・・・・・・・・・・１통 

６）신분을 증명하는 자료・・・・・・・・・・・・・・・・・・・・・・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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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적(인도네시아 등)자에 따라서는 신청할 경우, 상기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５． 출원방법 （다음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출원해 주십시오.） 

１） 경비 지변자 또는 본인이, 선고료 20,000 엔을 첨부하여, 출원서류를 본교 

창구에 제출한다. 

 ２）선고료 20,000 엔을 본교의 은행구좌로 입금하고, 출원서류를 본교 앞으로 

등기로 우송한다. *은행송금수수료는 출원자가 부담해주십시오. 

 ３）본인이 출원서류를 본교지정의 사무소에 직접 제출한다. 

 

６． 출원기간 
2023 년  4 월 생 2022 년 9 월 1 일(목)～11 월 15 일(화) 

2023 년 10 월 생 2023 년 3 월 13 일(월)～ 5 월 15 일(월) 

※ 단, 정원에 달했을 경우, 이 기간보다 더 빠르게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７． 학교의 심사 
선고료 20,000 엔과 함께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서 선고를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통지합니다. 합격자에게는 입학허가서를 발행합니다. 그 때, 입학금을 

납부해주십시오. 또한, 입학이 허가된 후,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８． 입관의 심사 
본교의 심사에 합격한 자의 서류는, 본교에서 서류를 정리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고, 유학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재류자격 인정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결과,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발행된 통지를 받으면, 수업료를 납입해 

주십시오. 첫 해 분의 보험료와 교재 프린트비(15,000 엔)도 동시에 납입해주십시오. 

납입 후,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월 생은 2 월 말경, 10 월 생은 8 월 말경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９． 입학까지의 절차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현지의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고,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10． 납부금（소비세 포함） 

선 고 료 ２０,０００엔 본교 서류심사 
시에 납입 

입 학 금 ５０,０００엔 본교 입학허가 
시에 납입 

수업료 

일본어 1 년 코스  
(일본어 기초과 A/B) 

7００,０００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납입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50,000 엔 
제 2 학기 350,000 엔 

진학 1 년 코스 
(일본어 진학과 A) 

８２０,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410,000 엔 

제 2 학기 410,000 엔 

진학 1.5 년 코스 
(일본어 진학과 B)  

１,１７０,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50,000 엔 

제 2 학기 410,000 엔 
제 3 학기 410,000 엔 

진학 2 년 코스 
(일본어 기초과 A+ 
일본어 진학과 A) 

１,５２０,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50,000 엔 

제 2 학기 350,000 엔 
제 3 학기 410,000 엔 
제 4 학기 410,000 엔 

선택과목 수학 70,000 엔 
물리, 화학, 생물 각각 35,000 엔 

입학 후 과목등록 
시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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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1. 수업료는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학기 별로 분납하는 경우는, 4 월 학기의 

경우 3 월 1 일, 10 월 학기의 경우 9 월 1 일이 납부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2. 이미 납부하신 학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1)입학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취소할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입학허가서를 학교에 반환해야합니다.) 

   2)재류자격확정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아 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입학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입학허가서를 학교에 반환해야합니다.)  

   3)입학 후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중도 자퇴할 경우, 다음 학기 이후의 수업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3. 교재비는 실비부담입니다.（교과서, 교재 프린트 등으로, 연간 약 

10,000~20,000 엔） 

 

 

11． 비용의 입금처 
 

１） 은행 계좌 

 

은 행 명：みずほ銀行 池袋西口支店 (미즈호은행 이케부쿠로 니시구치지점)  

        Mizuho Bank Ltd.,  Ikebukuro Nishiguchi Branch, Tokyo 

SWIFT CODE：MHCBJPJT 

구좌번호：普通預金２９２２５０９ (보통예금 ２９２２５０９) 

수 취 인：ＪＥＴ日本語学校 (ＪＥＴ일본어학교) 

            JET Nihongo Gakko 

          * 국내에서 입금하실 경우, “ ｶﾞｸ) ｼﾊﾞﾅｶﾞ ｺｸｻｲｶﾞｸｴﾝ ” 

(学校法人 柴永国際学園; 학교법인 시바나가국제학원)  

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주소： 〒 114-0023  

도쿄도 키타구 타키노가와 (東京都北区滝野川) ７－８－９ 

  (7-8-9 Takinogawa, Kita-ku, Tokyo, 114-0023  JAPAN) 

학교 전화：+８１-３-３９１６-２１０１     

 

※ 입금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입금해주십시오. 

※ 입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해주십시오. 

※ 입학신청자가 이용한 은행이 위의 은행과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 수수료가 

송금하신 금액에서 원래의 금액보다 더욱 차감이 되므로, 부족한 금액은 입학 후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２）신용카드 결제 

 

 

 

 

 

아래 URL 에서 납입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U R L：https://www.flywire.com/pay/jet-academy/ 

    문의 : 미국 내 무료 전화 +1 800 346 9252 

          일본                +81 (50) 5846 6695 

* 생활비의 송금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 플라이 와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성명 (여권에 적힌 알파벳 표기) 입학 허가 번호 (또는 학번)은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한 번 만든 계정은 이후의 지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lywire.com/pay/jet-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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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코스 (2022-2023 년도) 

 기 간 클래스 레벨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1. 2022 년 10 월 3 일~12 월 23 일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선고료 

20,000 엔 

+ 

입학금 

25,000 엔 

 

201,000 엔 

2. 

11 월 1 일~2023 년 1 월 27 일 

（12 월 24 일~1 월 4 일 

겨울방학） 

초급Ⅱ/중급Ⅰ/중급Ⅱ 201,000 엔 

3. 

12 월 1 일~2023 년 2 월 24 일 

（12 월 24 일~1 월 4 일 

겨울방학） 

초급Ⅱ/중급Ⅰ/중급Ⅱ/상급 201,000 엔 

4. 2023 년 1 월 5 일~3 월 10 일 중급Ⅰ/중급Ⅱ/상급 134,000 엔 

5. 4 월 3 일~6 월 23 일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210,000 엔 

6. 5 월 8 일~7 월 28 일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210,000 엔 

7. 6 월 1 일~8 월 11 일 초급Ⅱ/중급Ⅰ/중급Ⅱ 185,000 엔 

8. 7 월 3 일~8 월 11 일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115,000 엔 

9. 

7 월 3 일~9 월 15 일 

（8 월 12 일~8 월 20 일 

여름방학）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185,000 엔 

10. 10 월 2 일~12 월 22 일 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210,000 엔 

11. 

11 월 1 일~2024 년 1 월 26 일 

（12 월 23 일~1 월 4 일 

겨울방학） 

초급Ⅱ/중급Ⅰ/중급Ⅱ 210,000 엔 

12. 

12 월 1 일~2024 년 2 월 22 일 

（12 월 23 일~1 월 4 일 

겨울방학） 

초급Ⅱ/중급Ⅰ/중급Ⅱ/상급 210,000 엔 

13. 2024 년 1 월 5 일~3 월 8 일 중급Ⅰ/중급Ⅱ/상급 140,000 엔 

 

* 교과서는 서점에서 실비구입하도록 합니다만, 수업에서 배부하는 교재 프린트비로서, 

1 개월에 500 엔을 납부해주십시오. 

* 학생은 전원, 재해보상보험(１개월 분의 보험료 200 엔)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단, 이 

보험은 통상의 병이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국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와주십시오. 

 

◆ 신청방법 

(1) 입학일의 1 개월 전 까지, 입학원서, 이력서, 사진 4 장（4 ㎝×3 ㎝）,여권 복사본을 

본교에 보내주십시오.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원서가 접수되면, 선고료, 입학금 및 학비등의 청구서를 보내드리므로, 그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입금해주십시오. 

(3) 입금 확인 후, 입학허가서를 신청자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 납입하신 납입금은 원칙으로서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4) 단기체재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수속은, 각자 일본대사관 등에서 

처리해주십시오. 

 

―――――――――――――――――――――――――――――――――――――――― 

●개인 레슨／소그룹 레슨 
 １：１  5,500 엔   １：２ 3,000 엔   １：３ 2,100 엔  （각각 50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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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여름 단기 코스 

 

 

7 

월 
(4 주간) 

종합일본어 코스 
레벨 별 클래스로 종합적인 일본어 수업. 7 월말에 열리는 교내 스피치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과외 활동으로 도내 각지를 견학하거나 가부키, 유명한 

불꽃놀이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    상：초급Ⅰ・초급Ⅱ・중급Ⅰ・중급Ⅱ 

기    간：7 월 3 일(월) ~ 7 월 28 일(금) 

수업시간：9:00～12:40 (토, 일, 경축일은 쉼) 

단, 일주일에 1~2 일, 오후에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8 

월 
(2 주간) 

일본어회화 코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은 이 회화 코스를 선택해 주세요. 문법 

항목을 확인하면서 TV 프로나 단편 드라마교재 등을 이용해서 즐겁게 회화를 

배웁니다. 일본인대학생과의 교류회도 있습니다.   

대   상：초급 ~ 중급 전기 

기   간：7 월 31 일(월) ~ 8 월 11 일(금) 

※8 월 11 일(금)은 경축일이지만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시간 : 10:00~12:40(토, 일은 쉼)  

↓       ↓ 

8월 21일(월)～9월 15일(금) 
(4 주간) 

7 월과 같은 클래스(종합일본어 코스)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비  용》 전형료   ２０,０００엔 

입학금   ２５,０００엔 

수업료   １１５,０００엔(7 월 3 일～8 월 11 일)  

１８５,０００엔(7 월 3 일～9 월 15 일) 

      교재료  약４,０００엔(실비) 

《기숙사》 학교 기숙사와 그 외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반드시 자국에서 해외여행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오셔야 됩니다.  

《신   청》 6 월 중순까지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이력서, 여권 복사, 사진 4 장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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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단기 비지니스일본어 코스 
 

【코스내용】 

〇N2 혹은 N1 을 목표로 하는 일본어수업이 3 개월 동안 270 회 이상(1 회=50 분) 

〇총 5 회의 취직 세미나 (①가이던스 ②자기 분석・기업 분석 ③자기 PR・이력서 쓰는 

법 ④모의 면접 ⑤기업경영자와의 의견 교환회) 

〇일본인 대학생과 지역 일본인과의 교류 

〇가부키 등의 일본 전통문화체험, 소풍 등의 활동 

・비지니스매너와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좌(*희망자만 참가. 별도의 요금이 듭니다) 

・기업견학, 인턴쉽 (※희망자만 참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코스 기간】  

〇4 월 코스  

2023 년 4 월 3 일～6 월 23 일 (연장 가능) 

〇10 월 코스  

2023 년 10 월 2 일～12 월 22 일 (연장 

가능) 

 

【수업 시간】  

월～금 9:00～12:40、 

그리고 주 2～3 일 14:00～15:45 

 

【대상】  

N3 레벨 이상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분 

 

【출원 마감일】 

〇4 월 코스…3 월 1 일 

〇10 월 코스…9 월 1 일 

【비용】  

전형료 20,000 엔 

입학금 25,000 엔 

수업료 210,000 엔 

  ------------------- 

  합계  255,000 엔   

※이 밖에 교재비 등이 약 

5,000 엔～10,000 엔 

 

【출원 방법】 

입학원서, 이력서, 사진, 

여권을 PDF 파일로 해서 info@jet.ac.jp 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일본어 레벨을 확인 받은 후에 학비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mailto:info@jet.ac.jp


 

 

 

 

学学校校法法人人  ＪＪＥＥＴＴ日日本本語語学学校校  
－Japanese Language School－ 

〒114－0023 東京都北区滝野川 7 - 8 - 9  3,4F 

（JR 板橋駅・東口正面） 

TEL.   +81-3-3916-2101 

FAX.   +81-3-3916-5333 

E-mail.   info@jet.ac.jp 

HP.   https://jet.ac.jp/ 

  

  

  

FFaacceebbooookk                IInnssttaaggrraamm                YYoouuTTuubbee  

  

  

  

  

    FFOOLLLLOOWW  UUSS！！！！  

mailto:info@jet.ac.jp
https://jet.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