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카야마― 자연환경・생활환경의 혜택을 받은 학습하기에 최적한 지방 

와카야마현은 오사카의 남쪽에 있어, 2004 년에 세계유산 

에 등록된 구마노코도에 대표되게, 산, 강, 바다 가 

아름답고, 해산물, 산의 산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두터운 곳입니다. 온난한 기후로, 봄은  

벚꽃나무, 여름에는 여름 스포츠, 가을은 단풍, 겨울은 

온천과 계절마다 여러가지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카야마시는 인구 40 만명,도쿄에서 비행기로 50 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버스로 30 분,오사카,고베까지  

전철로 1 시간남짓으로 교통편이 편리한 환경입니다. 

온난한 기후와 녹음이 풍요로운 자연,아름다운 바다, 

봄에는 벚꽃,여름에는 마린스포츠,가을에는 단풍,겨울에는  

온천,계절마다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도교,오사카에 비해 생활비도 싸고 주거환경도 정비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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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ＹＭＣＡ국제복지전문학교 일본어과 

 2019 년도 일본어단기코스 입학모집요강 

１．모집코스 

진학,또는 취직, 생활을 위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가지각색인 나라의 학생이 와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모두 일본어로 합니다. 

코  스 학습기간 입학시기 반 수업시간 

단기코스 3 개월 

4 월 초급 1・중급 1・상급 1 
월-금 

9:10-13:00, 

13:30-17:20 

7 월 초급 2・중급 2・상급 2 

10 월 초급 1・중급 1・상급 1・상급 3 

1 월 초급 2・중급 2・상급 2・상급 4 

＊ 입학조건：히라가나、가타카나를 읽고 쓸 수 있는 것. 

＊ 반은 레벨테스트 결과로 결정합니다, 반에 따라서 오전 또는 오후에 수업을 하게 합니다 

＊ 중급반이상은 진학반 또는 실용회화반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월입학경우는 초급１반이 없습니다. 

 

＜기  간＞ 

◎  4 월입학：2019 년  4 월 4 일- 6 월 21 일 

◎  7 월입학：2019 년  7 월 1 일- 9 월 20 일 ※8 월 3 일-18 일 여름 휴가 

◎ 10 월입학：2019 년 10 월 4 일-12 월 20 일 

◎  1 월입학：2020 년  1 월 6 일- 3 월 18 일 

                                               ※ 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원서마감일＞ 

        ◎  4 월입학：2019 년  2 월 22 일（금）까지  ◎  7 월입학：2019 년  5 월 24 일（금）까지 

        ◎ 10 월입학：2019 년  8 월 23 일（금）까지  ◎  1 월입학：2019 년 11 월 22 일（금）까지 

 

２．과외활동 

각학기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３．커리큐럼 
4 개의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밸런스 좋게 펴는 것을 목표에, 클래스 인원수는 

최대 20 명으로, 개인의 수준에 따리처 간결하고 친절한 지도를 합니다. 

중급 수준이상의 클래스는, 진학 일본어,또는 실용 회화의 어느 쪽인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급 1  (N5) 

・주교재 『민나노니혼고 Ⅰ』를 사용하여 수업을 함. 

・일본어 기초문법,문형을 확인하며 초급에서 중급으로의 진급. 

・자연스런 발음과 억양을 익히고 정확한 회화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며 문장의 구성력을 

양성. 

 

초급 2 (N4) 

・주교재『민나노니혼고 Ⅱ』를 사용하여 수업을 함. 

・일본어 기초문법,문형을 확인하면서 초급에서 중급으로의 진급. 

・자연스런 발음과 억양을 익히고 정확한 회화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며 문장의 구성력을 

양성. 

 

중 급  (N3-N2) 

・주교재『중급부터 배우는 일본어』를 사용하여 수업함. 

・중요한 정보를 발췌,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과 일본어의 독특한 대우표현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게 함. 

・속독이나 정독을 통해 문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양성함. 

・기본적인 문장의 요약이 되고 구성을 생각한 작문을 쓸 수 있도록 함. 

        ・일본어능력시험Ｎ2,Ｎ3 수험 지도를 함. 

 ・일본유학시험（일본어,수학,종합,이과）와 영어 수험지도를 함. ＊진학희망하는 사람  

・ 기본적인 비지니스 회화를 연습함.   ＊진학하지 않는 사람 

 

상 급  (N1-) 

・주교재『유학생을 위해서 시대를 해독하는 상급 일본어』및 신문기사나  논설문 등의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함. 

・여러장면의 회화를 들을 수 있고 TV 프로그램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소논문 과제작성을 지도함. 

・일본어능력시험 Ｎ1 수험 지도를 함. 

・일본유학시험（일본어,수학,종합,이과）와 영어 수험지도를 함. ＊진학희망하는 사람  

・기본적인 비지니스 회화 및 기본적인 Ｅ메일 작성를 연습함.   ＊진학하지 않는 사람 

※ 년도에 따라 주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４．학생기숙사 

학교에서 걸어서 3 분에 곳이나, 자전거로 10 분정도에 곳에, 학생기숙사가 있습니다. 

입주 희망의 경우는, 입학 신청시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설비:양실(6 조∼8 조), 부엌, 조립식 욕실, 에어컨,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침대,  

침구,텔레비전, 책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개별로 계약하게 됩니다.  

비용:135,000 엔/3 개월 (2 사람이 살 경우는, 67,500 엔)※광열비는 별도각자가 부담 

 

 

 

 

 

 

 

 

 

 

 

５．원서제출방법 

    아래의 3 가지를 원서마감날까지 준비하여 ＹＭＣＡ에 제출하십시오. 

１．입학원서 

２．사진 4 장（4×3cm） 

３．여권의 사진이 붙어 있는 면및 외국인등록증명서（재류카드）의 복사. 

 

비용은, 출원 마감일까지로 지정한 계좌에 납부 하시거나, 직접 창구에서 지불해 주세요. 

◆학비만 :200,000 엔 

◆학비+기숙사비:335,000 엔 (2 인실의 경우:267,500 엔)  

 

６．기타  

와카야마에서의 1 개월의 생활비는, 기숙사비 22,500∼45,000 엔, 광열비 3,500∼5,000 엔, 식비 

20,000∼30,000 엔등, 합계로 약 46,000∼80,000 엔정도입니다. 

희망자에게는 자전거나 휴대전화, Wi-Fi 의 대여도 가늠합니다. (별도비용이 필요합니다. ) 

또, 방과후에는 1 주일에 1 회 1 시간정도 자원봉사 원어민과의 일본어 회화 연습, 주말에는 

일본인의 가정에 놀러 가는 가정방문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