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도 코스・강좌안내 (SEIKO) 

 

 학교의 특징  

① 단기코스  전문 커리큘럼 

단기를 위한 수업계획에 따라 학습합니다. 1 년이나 2 년 장기코스의 일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우수한 강사진 

교사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강사가 담당합니다.  

③ 오전은 회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 레슨 

“말하기”와 “듣기”를 우선적으로 배우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④ 오후는 일본어 능력시험대책에 특화된 프로그램  

보다 상급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단기간으로 배우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⑤ 많은 수업 시간수 

           오전, 오후의 수업을 받으신 경우, 한 학기에 250 시간이상의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용일본어 코스  

생활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습득을 목표로,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에도  

따르고 있으므로, 코스를 수료한 후 한 단계 위의 자격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강좌개요】  하루에 4 교시      (강좌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능 상세 

듣기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말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읽기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문자나 문서를 이해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름. 

쓰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름. 

 

 일본어 능력시험강좌   

일본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단기집중 강좌입니다. N3 와 N2 를 목표로 하는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강좌개요】  하루에 2 교시     (수업내용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테마 상세 

 문자・어휘 일본어를 써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필요한 문자・어휘를 배운다. 

 문법・독해 문법의 지식이나 긴 문장을 이해하는 힘을 키운다. 

 청해 듣고 이해하는 힘을 키운다. 

 

【시험 인정 기준】 

N2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읽기 ・폭 넓은 화제에 대해 쓰인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해설, 평이한 평론 등, 논지가 명쾌한 문장을 읽고 

문장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읽을 거리를 읽고, 이야기의 흐름이나 표현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 

 듣기 

 

・일상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폭 넓은 장면에서, 자연스러운 속도인 체계적인 회화나 뉴스를 듣고,  

이야기의 흐름이나 내용, 등장인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N3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읽기 

 

・일상적인 화제에 대해 쓰인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다. 

・신문의 표제 등에서 정보의 개요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일상적인 장면에서 보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장은, 비슷한 표현이 제시되면, 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듣기 

 

・일상적인 장면에서, 자연스러운 속도의 체계적인 회화를 듣고,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등장인물의 관계등과 더불어 거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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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모집요강 (SEIKO) 

 

【코스・강좌개요】   （최소개강인원수 5 명   정원미달인 경우, 개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강좌명 수업시간 1 교시 

수업수

（하루） 
요일 

일본어 

레벨 

 실용일본어 코스 09：00－12：20 
45 분 

4 교시 월―금 
입문～N3 정도 

 일본어 능력시험강좌 13：00－14：35 2 교시 월―목 

 

【기간】 

 코스・강좌명 학기 기간 방학기간 

 

실용일본어 코스 

04 월 학기 2022/04/04 - 06/17 05/02 - 05/06 

 07 월 학기 2022/07/04 - 09/16 08/12 - 08/17 

 10 월 학기 2022/10/03 - 12/16 10/31 - 11/04 

 01 월 학기 2023/01/10 - 03/17 --- 

 

일본어 능력시험강좌 

04 월 학기 2022/04/06 - 06/07 05/02 - 05/06 

 07 월 학기 2022/07/06 - 09/06 08/08 - 08/12 

 10 월 학기 2022/10/05 - 12/06 10/31 - 11/04 

 01 월 학기 2023/01/11 - 03/07 --- 

 

【학비】 

 코스・강좌명 입학금 수업료 기타 제반 비용 합계 

 실용일본어 코스 25,000 엔 150,000 엔 15,000 엔 190,000 엔 

 일본어 능력시험강좌 20,000 엔 50,000 엔 5,000 엔 75,000 엔 

＊1  실용일본어 코스 수강자가 일본어 능력시험강좌 수강을 희망하시는 경우, 강좌 수업료가 “반액” 면제됩니다.  

＊2 기타 제반 비용에는, 교과서, 제반 시험, 시설비, 증명서발행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3 각 학기 코스・강좌 개시전에 입학 취소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수업료만 환불하여 드립니다. 입학금, 기타 제반 비용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학기 코스・강좌 개시 후에는, 학비환불은 어떤 이유로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4 해외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빠져서 송금된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 후에, 학생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송금처】 

   ☆은행 송금의 경우 

은행명 리소나은행 BANK NAME RESONA BANK, LTD 

지점명 이쿠노지점 BRANCH NAME IKUNO BRANCH 

지점번호 122 BRANCH NO. 122 

계좌번호 0212326 ACCOUT NO. 0212326 

계좌명 주식회사세이코 ACCOUNT NAME SEIKO Co. Ltd. 

은행주소 오사카시 이쿠노쿠 나카가와 6－9－18 BANK ADDRESS 6-9-18 NAKAGAWA, IKUNO-KU, OSAKA, JAPAN 

은행전화번호 06-6751-1250 BANK PHONE NO. 06-6751-1250 

SWIFT CODE DIWAJPJT SWIFTCODE DIWAJPJT 

 

☆신용카드나 온라인 송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Flywire 를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비를 송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도 송금 수수료의 부담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류】  ①입학원서   ②여권 또는 재류카드 복사본 

 

【주의점】 

 ① 코스 수료시에 종합평가 (D 이상)과 출석률 (85%이상)으로 수료증을 발행합니다만, 강좌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해외에서 입국하여 본 학원 코스를 수강하실 경우, 유학 재류자격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③ 철도규칙에 따라, 정기권의 학생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히라가나”는 미리 배워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