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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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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서（본교지정의 형식）・・・・・・・・・・・・・・・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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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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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５）여권 사본・・・・・・・・・・・・・・・・・・・・・・・・・・・１통 

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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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4 월 생 2021 년 9 월 1 일(수)～11 월 15 일(월) 

2022 년 10 월 생 2022 년 3 월 7 일(월)～ 5 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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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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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６７０,０００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납입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35,000 엔 
제 2 학기 335,000 엔 

진학 1 년 코스 
(일본어 진학과 A) 

７８０,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90,000 엔 

제 2 학기 390,000 엔 

진학 1.5 년 코스 
(일본어 진학과 B)  

１,１１５,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35,000 엔 

제 2 학기 390,000 엔 
제 3 학기 390,000 엔 

진학 2 년 코스 
(일본어 기초과 A+ 
일본어 진학과 A) 

１,４５０,０００엔 
(분납의 경우)  제 1 학기 335,000 엔 

제 2 학기 335,000 엔 
제 3 학기 390,000 엔 
제 4 학기 390,000 엔 

선택과목 수학 66,000 엔 
물리, 화학, 생물 각각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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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