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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재지 

・센다가야일본어교육연구소부속일본어학교 

Ｓｅｎｄａｇａｙａ Ｊａｐａｎｅｓｅ Ｉｎｓｔｉｔｕｔｅ 

・ＴＥＬ：０３-３９５３-０６９１  ＦＡＸ：０３-３９５３-０６９３ 

・〒161‐0032 토쿄도 신주쿠구 나카오치아이１-１-２９ 

시모오치아이 야마토 빌딩 

1-1-29,Naka-Ochiai,Shinjuku-ku,Tokyo 161-0032  

 

◆코스의 특징 

➢ 대학원 특별 진학 코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초급부터 상급까지 폭넓게 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력, 대학원 

수료 후의 사회인에게 기대하는 고도의 일본어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진학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 희망자에 대한 대응＞ 

취직 희망자에게는 취직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비즈니스 일본어 등의 수업을 

마련하거나 취직 상담을 실시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1 교시：45 분 수업 / 1 일：4 교시 수업）    

월요일～금요일 9:00～12:20       월요일～금요일 13:30～16:50    

오전 반  오후 반 

1 교시 9:00～9:45 

 

1 교시 13:30～14:15 

2 교시 9:50～10:35 2 교시 14:20～15:05 

3 교시 10:45～11:30 3 교시 15:15～16:00 

4 교시 11:35～12:20 4 교시 16:05～16:50 

 

◆입학 자격 

 

・외국에서 학교교육 12 년 이상 과정을 수료하신 분 

・본교의 심사에서 합격하신 분（서류 심사, 면접 등） 

・이하의 심사기준에 의거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１. 면학 의욕 ２. 유학 이유 ３. 경비 지불 능력 ４. 일본어 능력 

 

학교 개요                            



       

◆재류 자격 "유학" (유학비자)이란 

・재류 자격 "유학"이란, 주 20 단위시간의 수업이 법무성에 의해서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입학 후의 출석률은 법무성 고시 기준에 근거해,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출석률이 법무성 

고시 기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비자 갱신이나 진학, 취직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28시간 이내에서 면학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사전에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류 자격 "유학" (유학비자) 신청 시기 

 

입학 시기 신청서류 제출기간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시기 

（출입국 재류 관리청） 

1 월 전년  6 월중순～8 월중순 전년 11 월중순            

4 월 전년  9 월상순～10 월하순 동년 2 월하순 

7 월 전년 12 월중순～2 월중순 동년 5 월하순 

10 월 동년  3 월상순～4 월하순 동년 8 월하순 

 

◆재류 자격 "유학" (유학비자) 신청 시의 유의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제출한 서류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불교부가 된 경우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직접 그 사유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증명서·사진 등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 신청일 전 3 개월 이내에 발급(촬영)된 것이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한국어·영어 등 외국어 문서에는 모두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정원이 되는 대로 모집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흐름 

・본교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학비를 내셔야 합니다. 

・학비의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등의 서류를 신청자 또는 유학 

소개 기관에 우송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표의 서류 외에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의 서류는 전원 제출해 주세요. 

△표시의 서류는 해당하는 분만 제출해 주세요. 

 

 

 

번호 제출 서류 서류 상세 

① ※ 
입학 원서 A、B 

（원본） 
소정의 용지에 신청자 본인이 빈칸없이 기입할 것 

② ※ 
이력서（원본） 

（이력・유학 이유） 

소정의 용지에 신청자 본인이 기입할 것 

학력, 직력, 일본어 학습력은 연대의 오래된 순서로 기입할 것 

각 기관명칭의 생략은 불가, 반드시 증명서 기재와 일치하는 명칭 

및 날짜를 기입할 것 

③ ※ 사진 4 장 
크기 세로 4cm x 가로 3cm 

3 개월 이내에 촬영, 정면향, 무모, 무배경 

④ ※ 최종 학력 증명(사본) 최종학교 "졸업장" 사본 

⑤ △ 재학 증명서（원본） 신청시 재학중인 경우 "재학 증명서" 

⑥ △ 기타 증명（원본） 
유급, 휴학 증명서 유급, 휴학 경력이 있으신 분 

유학 증명서 해외 교환 유학 등의 경력이 있으신 분 

⑦ ※ 
일본어 학습 증명 

（원본） 

일본어 학습 경력이 있으신 분：학습시간(150 시간 이상) 등의 

기재가 있는 증명서 

일본 유학 경력이 있으신 분：유학처의 "출석 성적 증명서",  

"수료 증명서" 등 

⑧ ※ 
일본어 능력 증명 

（사본） 

일본어능력시험（JLPT）、실용일본어검정（J.TEST）F 급 이상、 

일본어 NAT-TEST、 

표준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STBJ）BJ4 350 점 이상 

⑨ △ 
직업 이력 증명서 

（원본） 
직업 경력이 있으신 분："재직 증명서", "이직 증명서" 등 

⑩ ※ 여권 사본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 

※신분 사항 부분의 사본 

△일본 출입국 경력을 알 수 있는 페이지의 사본 

⑪ ※ 
결핵 검사 증명서 

（사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일부터 입학일까지 제출 

 

 

신청자에 관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서류 상세 

① ※ 경비 지불서（원본） 소정의 용지에 경비 지불자 본인이 기입할 것 

② ※ 친족 관계 증명（원본） 
신청자 본인 이외의 지불자：신청자와 경비지불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공증서, 출생증명서 등） 

③ ※ 
예금 잔고 증명서 

（원본） 
은행에서 발행된 경비지불자 또는 신청자 본인 명의 

④ ※ 재직 증명서（원본） 
재직 증명서, 재직 기간 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본의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중 한가지 

⑤ ※ 수입 증명서（원본） 
수입 또는 소득금액의 기재가 있는 수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최근 1 년분） 

⑥ △ 
재류카드（사본） 

주민표（원본） 

재일 지불자일 경우 재류카드 양면 사본과 동일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입금계좌 안내 

일본 국내로부터의 송금 

（1 과 2 의 계좌 모두 이용 가능） 

 

１ 

銀行名 ： りそな銀行 早稲田支店 

口座名 ：カ）ベス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口座番号： 普通預金  １４１９３００ 

 

２ 

銀行名： ゆうちょ銀行 一三八支店                                                   

A) ゆうちょ銀行からの送金： 

口座名： カ）ベス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記号： 11320                                                                    

口座番号： 普通預金 22996671                                       

B) 他の銀行からの送金： 

口座名： カ）ベス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店番： 138 

口座番号： 普通預金 2299667 

 해외로부터의 송금 

 ・Name of Bank：ＲＥＳＯＮＡ Bank／Ｗａｓｅｄａ Branch 

・Account Name：Ｓｅｎｄａｇａｙａ Ｊａｐａｎｅｓｅ Ｉｎｓｔｉｔｕｔｅ  

・Saving account：１４１９３００ 

・SWIFT/BIC CODE：DIWAJPJT 

・Address：1-16-4Ｎｉｓｈｉｗａｓｅｄａ, Ｓｈｉｎｊｕｋｕ-ｋｕ,Tokyo 169-0051 

・TEL：03-3203-0131 

경비 지불자에 관한 서류 

학비 등에 대해서 



       

 

◆학비 

・교재비는 아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납입된 학비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第一期
支払い

第二期
支払い

第三期
支払い

第一期
支払い

第二期
支払い

（4月～翌年3月） （翌年4月～9月） （10月～3月） （10月～翌年9月） （翌年10月～3月）

選考料 22,000 22,000
入学金 55,000 55,000

660,000 330,000 330,000 660,000 330,000

（１年分） （半年分） （半年分） （１年分） （半年分）

施設費 33,000 33,000
保険料 6,000 6,000
教材費 実費 実費 実費 実費 実費

小計 776,000 330,000 330,000 776,000 330,000

合計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 第一期 第二期

（7月～3月） （4月～9月） （10月～3月） （1月～9月） （10月～3月）

選考料 22,000 22,000
入学金 55,000 55,000

510,000 330,000 330,000 510,000 330,000

（9ヶ月分） （半年分） （半年分） （9ヶ月分） （半年分）

施設費 33,000 33,000
保険料 6,000 6,000
教材費 実費 実費 実費 実費 実費

小計 626,000 330,000 330,000 626,000 330,000

合計

進学コース

1年9ヶ月コース（7月入学） １年3ヶ月コース（１月入学）

授業料

1,286,000 956,000

　　　　　　　　　　　　　　　　　　　　　　　　　　　　　　　　　　　　　　　　　　　　　　　　　　　　　　　　　　　　　　　　　　　　　単位：円

進学コース

２年コース（４月入学） １年６ヶ月コース（１０月入学）

授業料

1,436,000 1,1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