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서류의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직접 본교에 묻거나, 본교와 제휴하고 있는

유학 중개 （유학원） 회사등에 질문해 주십시오.

〒544-0003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 쇼지히가시1-2-26     


TEL：+81-6-6756-7811  FAX：+81-6-6756-7815

E-mail：info@shin-i.jp   QQ：1835567670

URL：http://www.shin-i.jp/

（1년3개월코스）

신아이 어학전문학원 

모집 요항

（　일본어·진학 코스 　）

4월입학 ７월입학 １０월입학 １월입학

（2년 코스） （1년9개월코스 ） （1년6개월코스）



【수속할 때의 주의점, 사항 】

１． 본교가 입국관리국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심사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２．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후에는 빠른시일내에 학비 (및 기숙사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학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증(비자)발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수 없습니다.

３． 사증(비자)를 발급 받은 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 일본 입국 일시

와  비행기의 편명을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토·일은 휴일 이므로 학교직원의 마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일본에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４． 상세한 것은 본교ＨＰ（http://www.shin-i.jp/)「일본어 코스 안내」 「유학생 서포트」를 봐 주십시오.

<신아이 어학진문학원 입학신청부터 입학까지의 절차 >

신청인 (학생) 본교 (및 입국관리국)

留学相談・申込み 
面接・入学審査 

（入学許可） 

留学申請書類の準備・提出 

（本校又は留学仲介会社へ提出）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申請

（入国管理局へ提出）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 
学費の納付 

パスポートとビザの申請 

航空券の予約、渡航準備 

来日、留学スタート！ 

 【入国管理局】 
 

留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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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상담·신청  
면접·입학 심사     

(입학 허가)  

유학 신청서류의 준비·제출 
(본교나  유학 중게 회사（유학원）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입국관리국에 제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학비 납부                                   

여권과 비자 신청  

비행기표예약, 해외출국 준비  

일본입학, 유학 

 【입국관리국】 
 

유학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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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코스 안내

<보충사항>

※1 우리학교에는 기본적으로 1년진학코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교의상급과정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으로 대학원 이나 대학교의 입학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학 기간도중(수학 기간1년)이더라도 진학이 가능합니다.단 학비를 분할 납부하고 있을 경우등,

학비 미납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2 일본어능력에 대해서 일본어능력시험의 이외에 J. TEST, NAT-TEST의 합격증을 인정합니다.

그 밖에 일본어능력을 나타내는 합격증 이나  인정증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3 신청기한은 입국관리국이 정하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신청 기한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

～ ～

～ ～

～ ～

～ ～

주5일(월∼금)수업, 토 일 공휴일은 쉽니다.

연간 행사예정에 관해서는 본교HP(http://www. shin-i. jp/) 「학습 스케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중4회의 장기휴가가 있습니다.

봄 방학…３월 (약３주간) 가을 방학…　10월 (약１주간)

여름 방학…８월 (약４주간) 겨울 방학…　12월 (약10일간)

■출원자격

１． 본교에 입학하는 시점에로 12년이상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야합니다.

２． 유학 신청 시점에로 일본어능력시험(JLPT) 4급 수준 (1월 입학생은 3급 수준)이상의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본교입학시까지, 상기와 같은 레벨이상의 일본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경우.

■전형방법

１． 필기시험(일본어, 수학, 영어)

일본어능력,기타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일본어능력시험 인정증, 통일 시험 성적표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２． 본인면접

본교직원이 방문할 수 없는 등의경우에는 인터넷 전화면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４교시 １１：５０ １２：４５ １６：１０ １７：００

２교시 　９：５５ １０：４５ １４：１０ １５：００

３교시 １１：００ １１：５０ １５：１５ １６：０５

오전 클래스 오후 클래스

１교시 　９：００ 　９：５０

12년이상의
교육　과정
을 수료

１년 ３개월

２년

１월입학생 ３급（Ｎ４）레벨   이상

４월입학생

도달목표

１３：１５ １４：０５

전년도12월상순 
 일본
유학시
험(EJU)
300점
이상

일본어
능력시
험N1
합격

해당년도3월하순

해당년도9월하순

해당년도6월하순 


４급（Ｎ５）레벨   이상

오전 클래스나 오후 클래스(일본어 능력 레벨에 따라 학
교가 지정합니다)에서 하루 ４시간 수업.

입학시기 수학기간 ※1
유학신청에필요한
일본어능력※2

유학에필요
한 수학경력

신청기한※3

７월입학생 １년 ９개월

10월입학생 １년 ６개월

－２－



■제출서류

또 제출하는 자료는 신청인(학생)의 경력 경비지변자의 직업이나 거주지(일본 재주인가, 본국재주인가)

「제출서류안내」에서 반드시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１． 본교소정용지(HP로 다운로드 가능)에 기입

２． 지망 이유서 본교소정용지(HP로 다운로드 가능)에 기입

３． 최종학력의 졸업 증서

４．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J. TEST, 일본어능력시험의 인정증등

５． 사진(4㎝×3㎝)…8장

６． 여권의 복사 이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７． 서약서 본교소정용지(HP로 다운로드 가능)에 기입

１． 경비지변서 본교소정용지(HP로 다운로드 가능)에 기입

２． 서약서 신청인 (학생)과 동일용지

３．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４． 은행잔고증명서

５．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수입증명등

６． 근무처·직무를 증명하는 자료 재직 증명등

※ 상기이외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때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할 때의 주의＞

・ 신청인 (학생) 및 경비지변자는 기입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자 본인이 기입해 주십시오.

※본교HP로부터 소정용지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로 입력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서명 란은

반드시 자필로 기입해 주십시오.

・ 기입 오류의 정정은 정정 할 곳을 이중선으로 지우고나서 여백에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물론, 무심코 기입하고 잊어버린 경우라고 해도  허위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나서, 자료를 복사하여 여벌로 보관하시어, 본교（또는 입국관리국）의

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십시오.

・ 기입의 방법을 모를 경우는, 반드시 본교 또는 유학 중개 회사에 묻고나서 기입해 주십시오.

・ 본교ＨＰ(http://www.shin-i.jp/)「「모집 요항 등 다운로드」에 기입 예가 있으므로, 참고에 해 주십시오. 


＜서류제출시 주의점＞

・ 자료의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단, 자료중에는 기한 후에 제출가능한 서류도 있으므로

서류제출에 늦을 것 같을 경우는 본교 또는 유학 중개 회사에 상의해 주십시오.

・ 친족관계 공증서등 공적인 증명서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합니다.

・ 해외에서 일본에 자료를 보낼 때는 EMS를 이용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입국관리국의요청에 따라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본교홈페이지(http://www. shin-i. jp/)

○신청인 (학생)이 제출하는 주된 자료

입학 원서

○경비지변자가 제출하는 주된 자료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３－



■학 비

■전형료

본교에의 유학 신청에는 전형료 (30, 000엔)가 필요합니다. 면접때 또는 신청서류 송부시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한편,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형료는 반환이 안됩니다.

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 우수한 학생등은 전형료가 감면할 경우도있으므로 신청시

상담해  주십시오.

■학비납부 기한

①

②

<주의사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면 곧  학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이면참조)로 송금해 주십시오.

(기일까지 입금이 없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비의 분할 지불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학비등의 반환금

일단 납부된 학비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반환금할 수 없습니다.

（입학전）

사증(비자)의 신청을 했지만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후 전형료를 제외한 전액을 반환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철회할 경우에는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송금)시  발생하는 제 비용 (은행수수료등)으로 1만엔을 공제하여 반환합니다.

（입학후）

대규모자연 재해(지진, 해일 등), 전염병의 유행, 전쟁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계속

되다가 수업 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학비를 반환합니다.

7,500엔

시설비용 20,000엔 15,000엔 10,000엔 5,000엔

학
비
내
역

수업료 600,000엔 450,000엔 300,000엔 150,000엔

교재비용 30,000엔 22,500엔 15,000엔

시설비용 20,000엔 20,000엔 20,000엔 20,000엔
다음년도납부액
（입학 약1년후）

650,000엔 487,500엔 325,000엔 162,500엔

600,000엔

교재비용 30,000엔 30,000엔 30,000엔 30,000엔

학
비
내
역

입학금 50,000엔 50,000엔 50,000엔 50,000엔

수업료 600,000엔 600,000엔 600,000엔

진학 코스（수학 기간）

２년 １년９개월 １년６개월 １년３개월

초년도 납부금액
（입학시）

700,000엔 700,000엔 700,000엔 700,000엔

교재비용 60,000엔 52,500엔 45,000엔 37,500엔

시설비용 40,000엔 35,000엔 30,000엔 25,000엔

50,000엔

수업료 1,200,000엔 1,050,000엔 900,000엔 750,000엔

학비합계액수 1,350,000엔 1,187,500엔 1,025,000엔 862,500엔

학
비
내
역

입학금 50,000엔 50,000엔 50,000엔

진학 코스（수학 기간）

졸업까지의 ２년 １년９개월 １년６개월 １년３개월

－４－



■학비지불 방법

학비등은 이하의 은행계좌에 송금해 주십시오.

【주의】

（１）송금인의 성명은 신청인 (학생)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２）은행수수료는 학비에서공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별도로 부담해 주십시오.

（３）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의 경우에는기숙사비도 함께  송금해 주십시오.

■기숙사안내

기숙사에 사는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늦어도 일본에 오기 2∼3주전까지 본교에 신청해 주십시오.

방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분의 집세를 내면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자전거로 5∼10분정도의 장소에 있습니다.

○기숙사비

<2사람이 살 경우의 1인분의 비용:당초 6개월분 > <１사람이 살 경우의 1인분의 비용:당초 6개월분>

○광열비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금）

집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비, 비품등

넓이… 약20㎡

설비・・・화장실, 조립식 욕실, 에어컨, 전기 또는 가스버너, 냉장고, 2층 침대(이불포함),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본교HP(http://www. shin-i. jp/) 「학교소개」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집세 25,000엔×6개월＝150,000엔 집세 50,000엔×6개월＝300,000엔

수도

합계 200,000엔 합계 350,000엔

전기 실제 사용 분(1개 월 분)을  학교에서 청구하므로 지정된 기일까지 각자 편의점 등에서 납부
해 주십시오.  요금은 원칙적으로 룸메이트와 반씩 부담해서 지불해 주십시오.가스

전화번호
+ 81 - 6 - 6971 - 4331

BANK TEL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

기숙사에 들어

갈 때드는 비용 50,000엔
기숙사에 들어

갈 때드는 비용 50,000엔

A/C NAME

SHINAI Co,LTD.

SHIN-AI　INSTITUTE　OF　LANGUAGES

은행주소 오사카부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오이마자토 3-21-3

BANK ADDRESS 3-21-3,OOIMAZATO, HIGASHINARI-KU,OSAKA-SHI,OSAKA,JAPAN

계좌번호
（普通預金） 　　　1 0 1 3 6 1 4

A/C NUMBER

계좌명의 주식회사 신아이·신아이 어학전문학원

책상, 의자, 전자렌지, 식기등 


은행명 미즈호은행 이마자토(今里) 지점

BANK NAME MIZUHO　BANK,LTD. IMAZATO　BRANCH

스위프트 코드
M H C B J P J T

SWIFT CODE

－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