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니시자와 가쿠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이미 일본국내에 체재하시는 외국인 응모자를 위한 요강
일본의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등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을 위한 코
스입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균형있게 익힐 수 있는 코스이므로 일본에서 생활하
시는 분들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자격
① 장기재류자격(유학비자를 제외)이 있는 분
② 일본어 학습의 목적이 명확하고 심신이 모두 건강하여 장기간의 학교생활을 완수할 수 있는 분

③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일본의 고등학교에 상당) 과정을 수료한 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 그렇지 않은 분은 상담하십시오.
(출신국의 학교교육제도에 따라 수업연한이 12년 미만인 분은 문의하십시오）

코스 스케줄과 학비
코 스

1년 6개월 코스

수업기간

2022년 10월 11일 － 2024년 03월 20일(예정)

수업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 9：10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공휴일, 기타 학교가 정한 날

휴 일

장기휴가
(예정)

~ 오후 2：50

겨울방학

2022년 12월 20일

~

2023년 01월 10일

봄방학

2023년 03월 21일

~

2023년 04월 10일

여름방학

2023년 07월 21일 ~ 2023년 08월 31일

가을방학

2023년 09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겨울방학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 10일

출원기한

2022년 09월 30일(금)

선고료

¥10,000

입학금

¥50,000

학 비

※

전기

중기

후기

¥275,000

¥275,000

¥250,000

위 금액 외에 교재비가 1년 6개월에 약 ￥40,000정도 필요합니다.

☆ 위 금액은 1년 6개월 코스를 수강할 때의 학비를 포함한 학비입니다.
☆ 위 코스를 수강함으로써 학생정기권을 구입하는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급, 초중급을 개강예정(그 이외의 레벨인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 납입기한/전기：'22.10.07（금）중기：'23.03.24.（금）후기：'23.09.29.（금）

입학금, 및 학비 납부방법(납부처)
입학금이나 학비를 납부할 때는 직접 본교 창구에서 납부하시던가 전국의 우체국에서
납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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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② 본교에서 준비한 '납부용지'를 사용하여 납부하시면 납부요금(납부수수
료) 은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캔슬할 경우에는 각 기의 수업료 납부기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선고료,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합니다.

출원장소

학교법인 니시자와 가쿠엔 본부교사
우 530-0052

오사카시 기타구 미나미 오우기마치 3-16

Tel. 06-6314-0261

무료다이얼：0120‐98‐2438 (일본국내에서만)

Fax. 06-6313-1112
출원방법

전화로 예약하신 뒤 본인(입학희망자)이 구비서류, 선고료를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레벨 확인 테스트 후에 일본어 학과의 수퍼바이저가
면담을 하므로 1시간 30분 정도 예정하십시오.
레벨 테스트와 면담은 무료입니다.

접수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
② 취학이유서(일본어번역문을 첨부하십시오)
③ 여권사본(사진과 재류자격이 있는 페이지를 각각 펼쳐서)
④ 재류카드의 사본
⑤ 사진 ４cm×３cm（4장）
⑥ 재일연락인 수락서
⑦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