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시기 졸업 시기 대상

4월

 10월 3월 유학생

4월

진학1년 코스

진학1년 6개월 코스

진학2년 코스

지원자의 경력

３）최종 학교 졸업 후 5 년 미만인 자

설립자 수용 정원

경비 지불 능력 야마구치 카즈야 100명

１）일본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함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문의

　　　　　 〒670‐0952　효고현 히메지시 난조425번지

서류 전형

　　　　　　 면접 · 필기 시험

　　　　　　 입학 시험 합격/불합격 결과 통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학비 납입

입학허가서 및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송부

비자 신청

입국 · 입학

₊81‐79‐240‐6574

hjla-acad

접수 시간：9:00~17:30（일본 시간）

문의처 ・ 서류 제출처

입학 원서,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제출

SBC히메지 일본어학원　사무국

425 Nanjo, Himeji, Hyogo, Japan.
670-0952

SBC Himeji Japanese Language Academy
Secretariat

hjla@jl-acad.com

₊81‐79‐240‐6474

마에다 카준노리

설립 개교

입학 까지의 흐름 2017년12월 2019년10월

１）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 한 자. 또는 수료 예정인 자

２）정당한 절차에 따라 일본에 입국 허가된 자 또는 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출원 자격③ 교장

３）일본의법률 및 SBC 히메지 일본어 학원의 학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４）본 학원의 입학 시험에 합격 한자

５）정신적으로 건강한자

출원 자격②

N4/N5 E 급 4급

N5 F급 5급

２）또는,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J.TEST, 일본어 NAT-TEST 등의 일본어 능력이 있는 자

JLPT J.TEST NAT-TEST

N3 D급 3급

       또는 본교 교사가 표와 같은 일본어 실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진학2년 코스  9 월 1 일 ~ 11 월 20 일 20명

지원 자격

본 학원의 신청은, 다음 (1) ~ (3)이에 해당할 것

출원 자격①

지원자의 학업 의사 · 목표 · 능력

１）일본어 유학에 대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목표를 명확한 자

진학1년 코스  9 월 1 일 ~ 11 월 20 일 20명

진학1년 6개월 코스  4 월 1 일 ~ 5 월 20 일 60명

학생 모집 요강
 코스 출원 기간 정원

FAX

Sk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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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초중급

1 2 3 4 5 6 7 8

N5 N4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①우승상 1위 졸업시 반년분학비의 50% 반환 20,000엔

②우승상  2위 졸업시 반년분학비의 30% 반환 10,000엔

③우승상  3위 졸업시 반년분학비의 20% 반환 100,000엔

④일본능력시험Ｎ1합격 50,000엔

⑤일본어능력시험Ｎ2합격 5,000엔

⑥일본능력시험Ｎ3합격 2,000엔

학원 운영 시 8:30 ~ 17:30에는 빈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자습이 가능합니다

중급 1100자 5000단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3 정도.

상급 2000자 10000단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일본어 능력의 습득을 목
표로 함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2-N1 정도.

수업 시간표
수업은 오전과 오후의 2부제로 실시합니다.

오후

초중급 450자 1800단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 능력 및 평이한 문장을 읽고
쓰기가 가능함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4 정도.

9:00~9:45 9:45~10:30 10:45~11:30 11:30~12:15

평상시 일상 회화 표현의 이해와 사용이 가능함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5 정도.

15:30~16:15

１교시 2교시 3교시

14:45~15:30

13～15

코스 커리큘럼
수준 한자 기준 어휘 기준 도달 목표

학습 기간

16～18 19～210～3

초급

4～6 7～9 10～12

150자 1000단어

학원내 장학금의 종류

4교시

코스 소개

학습 기간과 도달 목표

수준
중급 상급

N3JLPT N2 N1

학습 시간

13:00~13:45 13:45~14:30
오전

22～24

（2）④～⑧：졸업 시 재적 기간 통산 출석률이 98% 이상인 자졸업시 지급
（3）⑨～⑩：어느쪽 하나만 지급 졸업 시 재적 기간 통산 출석률이 98% 이상,
                       마지막 학기 출석률이 100%인 자졸업시 지급
（4）⑪～⑫：학기 종료시 지급

⑫정근상（반년간 출석률99％이상）

⑪개근상（반년간 출석률100％）

（1）①～③：졸업시 재적기간 동안 총출석률이 98% 이상으로 학,
                       인성이 우수로 추천된 사람 중 상위 3인

10,000엔

5,000엔

학원내장학금의 표창 시기와 방법 

⑩사립대학（４년제）합격

⑨국공립대학（４년제）합격

⑧일본유학시험240점이싱

⑦일본유학시험300점이상

20,000엔

１년（800수업）

１년6달（1200수업）

２년（1600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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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1 년 코스
진학1 년 6 개월

코스
진학2 년 코스

입학시험료 30,000 30,000 30,000
입학금 50,000 50,000 50,000
수업 600,000 900,000 1,200,000
제 경비 70,000 110,000 140,000
예금 13,500 24,000 34,500
합계 763,500 1,114,000 1,454,500

첫해 납부금 763,500 774,000 784,500
다음 연도 납부 340,000 670,000

2．2 학년 학생 납부금

은행 이름
BANK NAME

스위프트 코드
SWIFT CODE

은행코드

BANK CODE

지점번호

BRANCH NUMBER

명의자의 주소 및 연락처

≪납입금의 환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납입금의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 허가서"의 반환과 입국 사증이 발급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입학 검정료 (30,000 엔)

　　 입학금 (50,000 엔), 사무 수수료 (30,000 엔) 및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합니다.

２．학기 시작 전에 개인 사정에 의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입학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입학 허가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반환이 있었을 경우,

      입학 검정료 (30,000 엔) 입학금 (50,000 엔), 사무 수수료 (30,000 엔) 및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합니다.
３．예탁금은 잔금이 있는 경우 졸업 또는 퇴학 후 60 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４．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퇴학신청을 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１）일본의 법령과 교칙을 위반 한 경우 ２）다른 일본어 교육 기관에 전학 ３）결혼, 임신
　　

TYPE OF ACCOUNT ORDINARY ACCOUNT

701
계좌 명의자의 이름 株式会社ＳＢＣ
ACCOUNT NAME SBC CO.,LTD

1181000

ZIP CODE：670-0940 은행 주소 및 연락처 ZIP CODE : 670-0917

ACCOUNT HOLDER
ADDRESS, PHONE
No.

65 NISHINOMACHI
SANZAEMONBORI HIMEJI HYOGO
JAPAN
PHONE：079-240-6474

BRANCH ADDRESS, PHONE
No.

190 SHINOBUMACHI HIMEJI HYOGO JAPAN
PHONE：079-288-7575

１．재외 공관에서 입국 사증 (비자) 신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발급 거부)

ACCOUNT NUMBER

0174
계좌 종류 보통

IYOBJPJT
계좌 번호

1 년 6 개월 코스의 학생은 다음 해 9 월에, 2 년 코스의 학생은 다음 해 3 월에 납입 해주십시오.　  학생 납부금을 납부할 수 없
을 경우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연납이 인정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연납기간이 지나도납입
하지 않을 경우 제적합니다.

학생 납부금 등에 대해
입학검정료 및 학생 납부금（학비）（단위: 엔） ＜제 경비＞

　시설비・설비비・교재비・기타 활동비・보험료・(유학생 보험)・건

강 관리 비용
<예금>
    비자 신청 수수료 ・JLPT 시험 수수료・공항 픽업비 ・실내화 대금
 ＜주의＞
・JLPT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JLPT와 비자 신청 수수료가 변경된 경우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지불 기한 내에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해주십시오.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는 학생은 입학, 진급, 졸업을 인정하지 않습니
다.
　또한 입학 후 납부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퇴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
다.
・유학생 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입
니다

납부 기일

1．학원에서 송부한 재류자격 인정서 교부결과를 통지받은 후 2 주 이내에 첫해 납부금을 납부하십시오.
또한 입사 희망자는 6 개월 분의 임대료 와 초기 비용, 기숙사 보증금을 납입하여 주십시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번 납
부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 후 입학 허가서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송부 드립니다.

납부처

이요 은행 지점 이름 히메지 지점
THE IYO BANK,LTD. BRANCH NAME HIMEJI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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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학교 근처에 여러 곳의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비 ｜부엌, 화장실, 욕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 밥솥,

　전자 레인지, WIFI 등.
비   품 ｜커튼, 이불세트, 냄비

규    칙

　

①   국민 건강 보험 ｜일본에 3 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월액 1,700 엔 전후)
②   교내 건강 진단 ｜입학후 한달 이내에 실시합니다. 이후 1 년마다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③   유학생을 위한 보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학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유학생을 위한 보험의 적용은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④  학내 카운셀링 ｜월 1 회 간호사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교도서관, 자습실, 양호실, 무료 Wi-Fi 이용 가능합니다.
｜과외수업, 계절별 이벤트,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학, 일상 생활, 아르바이트 등 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 103,936엔 장기 휴가 시 126,208엔
30,000엔 30,000엔
25,000엔 25,000엔
5,000엔 8,000엔

15,000엔 20,000엔

숙소

　기숙사는 6 개월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퇴소 신청자는 2달 이전에 알려주십시오.
　광열비는 본인 부담입니다.식사 제공은 없습니다.
　기숙사의 규칙을 지켜 생활하십시오. 지키지 않는 경우 퇴실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비

초기 비용

180,000엔 240000엔
기숙사 보증금

6 개월 분　방세(예제) 90,000엔

　입주 여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룸메이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실후, 1년간은 기숙사를 나가실수 없습니다1년이내에 기숙사 퇴실을 할경우,
　1년분의 기숙사비, 위약금으로 6개월분의 기숙사비, 사무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타
건강 관리

합계 170,000엔 200,000엔 260,000엔 320,000엔

3인실 2인실 1인실
50,000엔
30,000엔

4인실

120,000엔

※초기 비용은 보증금, 사례금, 중개 수수료, 화재 보험, 비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보증금은 퇴실 시에 필요한 청소비나 수리비 등입니다.기숙사 퇴실시 미결제 수도광열비, 고의적인 파손, 사물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 보증금에서 수리비 처분 비용을 정산하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기숙사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
우는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행    사
상     담

 아르바이트 ｜입국 관리국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 주 28 시간 (방학 기간 중에는 1 일 8 시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업종이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학원의 경우 입학 후 1 개월 동안
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 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야 아르바이트도 안전
면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법률을 준수하고 계획하십시오.

학생 생활
설   비

수지 차감 28,936엔 43,208엔

한달 아르바이트 대금 (예)
방세

식비

수도광열비

기타

83,000엔75,000엔한달 생활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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