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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교 특징   

 
1. 학교법인 ARC학원 
학교 법인 ARC 학원은 일본의 문화 ·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야심 찬 세계의 

유학생을 받아들여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질 높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언어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깊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일본어 및 일본 문화의 보급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 년 10 월에 개교했습니다. 

「ARC」는「연결 (Articulation)」, 「실현 (Realization)」, 「공헌 (Contribution)」이라는 이념으로 

다국적의 교풍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쿄 이다바시에  전 ｢아크 아카데미 시부야교｣를 이전하여 계속해서 

｢ARC 도쿄일본어학교｣를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양성과 다양한 교실 활동 

ARC 도쿄 일본어 학교의 학습 목표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서로의 문화 · 습관을 알 것. 상호 

이해와 존중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됩니다. 

교실 활동의 중심은 활동 유형의 작업입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기회가 

풍부합니다. 그 이외에도 목적 별 선택 수업, 일본 사정 수업, 프로젝트 작업 등 정보의 발신 · 수신의 기회를 

풍부하게 가짐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의 5 기능이 몸에 배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3. 진로지원 
(1)진학지도 

대학원, 대학, 전문학교의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학세미나를 실시하여 최신 진학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카운셀링과 면접 연습을 실시하는 등 섬세한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과 성적이 

우수 한 학생은 지정교 추천제도로 추천 입학도 가능합니다. 

 (2)취업지원 

최근 일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내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희망자에게 정보 수집 및 면접 등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진로별 특별클래스 

   상급 레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반 일본어 클래스와는 별도로 일본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하는 

「비즈니스 일본어 클래스」, 진학 대책에 특화 한 「대학원 진학 클래스」, 「대학 특진 클래스」를 개강 

   하고 있습니다 

(4)시험대책 강좌 

「일본 유학 시험」(6 월, 11 월), 「일본어 능력 시험」(7 월, 12 월)을 위해 문제 연습 형식의 시험 대책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 : 일본어 과목, 일본어 능력 시험 : N1, N2 대책) 

 

4. 교외학습, 각종행사 
학기마다 교외 학습, 운동회, 스피치 대회 등의 교외학습을 실시합니다. 

그 이외에 계절마다 다양한 학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장학금  
「유학생입학 촉진 프로그램 (구 문부 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이수현 기념 장학금」 

「공립멘테난스 장학금」, 본교 독자적인 학습 장려금 (개근상) 등 각종 장학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학교 시설 

8 층 건물에 도서실, 양호실, 라운지, 야외 테라스가 있어 자습을 하거나 도시락을 먹는 등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은 대여 가능합니다. 또한 전관에서 Wi-F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교직원 
밝고 친절한 직원이 항상 웃는 얼굴로 당신을 격려하고 유학 생활을 지원합니다. 중국인, 베트남인, 

이탈리아인의 직원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에 능통 한 직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라도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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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스 안 내   

【일반유학코스】 

  학과명 이수연도 개강월 입학정원 총인원 

제１부 
일반유학코스 

2 년 4 월 40 명 80 명 

1 년 9 개월 7 월 40 명 80 명 

1 년 6 개월 10 월 40 명 80 명 

1 년 3 개월 1 월 20 명 40 명 

1 년 4 월 40 명 40 명 

소계  180 명 320 명 

제２부 
일반유학코스 

2 년 4 월 40 명 80 명 

1 년 9 개월 7 월 40 명 80 명 

1 년 6 개월 10 월 40 명 80 명 

1 년 3 개월 1 월 20 명 40 명 

1 년 4 월 40 명 40 명 

소계  180 명 320 명 

합계   360 명 640 명 

 
 
(1)목 표： 정확한 일본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하고, 각각의 학습 목표를 실현합니다.  

입문, 초급, 중급, 상급의 레벨 별 클래스 편성으로 「읽기 · 쓰기 · 듣기 · 말하기 ·  

생각하기」의 5 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향상시킵니다. 

 

(2)신 청 조 건： 심신이 건강한 분.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한다. 
 

(3)비        자： 일반유학코스는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코스입니다. 

ARC 도쿄일본어학교에서 발행 한 입학 허가서로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비자)은 

「유학」입니다. 재학 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4)입 학 시 기： 연 4 회 (1 월, 4 월, 7 월, 10 월) 개강합니다. 1 학기는 3 개월입니다. 
 

(5)수 업 시 간： 1 교시 45 분, 1 일 4 시간의 수업을 실시합니다. 

입학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6)휴 교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름방학, 학기말 방학 및 학교장이 특별히 지정한 날. 

 

(8)아르바이트： 유학생은 입국 관리국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주일에 28 시간 (교칙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기 휴업 기간 중에는 1 일 8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 영업이나 풍속 관련 업무의 일 금지되어 있습니다. 
 

(9)법령 위반등： 법령 위반, 학칙 위반, 수업료 연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적 또는 퇴학으로 귀국을  

명합니다. 이유없이 장기 결석을하거나 교장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재학 중에는 매월 90 %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해 주십시오. 

 

 

 

 

 오전반 오후반 

1 교시 9:15－10:00 13:30－14:15 
휴식 10:00－10:05 14:15－14:20 

2 교시 10:05－10:50 14:20－15:05 
휴식 10:50－10:55 15:05－15:10 

3 교시 10:55－11:40 15:10－15:55 
휴식 11:40－11:45 15:55－16:00 

4 교시 11:45－12:30 16: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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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8 년 코스일정   

 

 

  4.입학수속   

 
(1) 신청에서 입학까지 

① 입학신청서 (본교소정양식) 및 출원서류 제출/전형료 납입 (신청자→ARC 동경일본어학교) 

※신청기간：입학예정일의 5~6 개월 전 

② 교내 심사결과 통지 (ARC 동경일본어학교→신청자)  

 

③ 입국 관리국에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 교부 신청  (ARC 동경일본어학교→입국 관리국) 

          ※입학예정일의 4~5 개월 전 

④ 입국 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결과 (입국 관리국→ARC 동경일본어학교) 

          ※입학예정일의 1~2 개월 전 

⑤ 입학금 및 수업료 납입(기숙사 예약) (신청자→ARC 동경일본어학교) 

 

⑥ (입학 허가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송부 (ARC 동경일본어학교→ 신청자) 

 

⑦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 신청 (신청자→주한 일본 대사관) 

 

⑧ 입국・입학 

 

(2) 수업료 송금처 

Bank nam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Branch：SHIBUYA-MEIJIDORI BRANCH（470） 

Branch Address：1-15-21 SHIBUYA, SHIBUYA-KU, TOKYO, JAPAN 

Account number：4124703 

  Account holder：ARC GAKUEN 

  Swift Code：BOTKJPJT 

 

Bank name：MIZUHO BANK  

Branch：SHIBUYA CHUO BRANCH（162） 

Branch Address：23-3 UDAGAWACHO, SHIBUYA-KU, TOKYO, JAPAN 

Account number：1849922  

Account holder：ARC GAKUEN 

Swift Code：MHCBJPJT 

 

 (3) 송금, 납부시의 주의사항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사무국에 납입하거나 상기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시에는 반드시 입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 주십시오. 기숙사를 신청하신 분은 

필요한 경비도 함께 지불해 주십시오. 은행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이 됩니다. 청구 금액과 입금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 후 지불해 주십시오. 

※ 수업료를 송금하신 후, 신속하게 송금명세서를 신청 학교에 FAX 로 보내주십시오. 

학기 입학식 수업기간 휴일・축일 

2018 년 4 월학기 4 월 6 일 4 월 11 일～6 월 22 일 GW：4 월 28 일～5 월 6 일 

학기방학  6 월 23 일～7 월 5 일 

7 월학기 7 월 3 일 7 월 6 일～9 월 28 일 7 월 16 일、9 월 17 일、24 일 
여름방학：8 월 4 일～8 월 19 일 학기방학  9 월 29 일～10 월 15 일 

10 월학기 10 월 11 일 10 월 16 일～12 월 21 일 11 월 23 일 

겨울방학  12 월 22 일～1 월 9 일 

2019 년 1 월학기 1 월 7 일 1 월 10 일～3 월 20 일 1 월 14 일、2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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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제출서류   

 

◆서류제출시의 주의사항 

(1) 제출서류는 전부 원본을 제출할 것. 

(2) A 입학신청서,  B 이력서,  C 경비지변서는 본교소정의 양식를 사용할 것. 

(3) 제출된 서류는 원칙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시 말씀해 주십시오. 

(4) 각종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 3 개월이내의 것을 제출할 것.  

(5) 일본어 이외의 서류는 전부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6)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전화나 팩스, 전자메일등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입학 신청서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E-mail 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7) 필요에 따라 하기의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8) 제출서류등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입학허가서를 취소하며 귀국을 명합니다. 

◆신청자에 관한 서류  

① A 입학신청서(본교소정약식) (신청자 자필로 기입) 

이 름：영문명 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영문으로 기입할 것. 

유학예정기간：신청할 기간의 연월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② B 이력서(본교소정양식) (신청자 자필로 기입) 

a. 학 력：초등학교부터 순서대로 최종학력까지 기입할 것. 학교 소재지는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입할 것. 학교종별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지 선택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 

Ｓ：초등학교    Ｊ：중학교    Ｈ：고등학교    Ｖ：전문학교 

Ｃ：단기 대학    Ｕ：대학        Ｍ：대학원(석사)  Ｄ：대학원(박사) 

b. 경 력：현재까지 경력 사항이 있으면 순서대로 전부 기입할 것. 

※학력 또는 경력에 6 개월 이상 공백기간(입대,입원등)이 있는 분은 그 이유와 

기간중의 행적을 경력란 또는 별지에 기입할 것. (A4 용지・자유서식,서명과 날짜를 

기입할 것) 

c. 일 본 어 학 습 력：일본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기입할 것. 학습시간은 수료한 시간을 기입할 것. 

d.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 일본유학시험 등의 수험 경력도 기입할 것. 

e. 출 입 국 력：과거에 일본에 출입한 적이 있으면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입할 것. 

f. 유 학 이 유：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와 코스 만료 후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g. 졸 업 후 의  예 정：진학, 취직, 그 외(귀국) 등 명확히 기입 할 것. 

h. 과거의  비자신청  기록：과거에 유학비자나 그 이외에 비자신청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취소 기록도 포함)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현재 대학등에 재학중인 분은 재학증명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④ 여권복사 여권번호, 이름이 기재된 페이지 제출. 일본에 입국경력이 있는 분은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페이지와 비자 페이지도 제출 

 

⑤ 사진(4×3 ㎝) 4 매 3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정면, 상반신, 모자금지. 한장은 입학신청서 A 의 사진란에 

붙일 것. 뒷면에 신청자 이름을 기입할 것. 

 

◆경비지변자에 관한 서류  

① C 경비지변서(본교소정양식) (경비지변자 자필로 기입) 

② 예금잔액증명서 경비지변자의 명의로 3 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6 - 

 

  6.학비   

 

 

(교과서 대금별도) 

 일반유학코스 

학습기간 1 년 1 년 3 개월 1 년 6 개월 1 년 9 개월 2 년 

선고료 30,000 엔 30,000 엔 30,000 엔 30,000 엔 30,000 엔 

입학금 70,000 엔 70,000 엔 70,000 엔 70,000 엔 70,000 엔 

첫수업료 720,000 엔 720,000 엔 720,000 엔 720,000 엔 720,000 엔 

다음연도수업료 － 180,000 엔 360,000 엔 540,000 엔 720,000 엔 

합 계 820,000 엔 1,000,000 엔 1,180,000 엔 1,360,000 엔 1,540,000 엔 

 

■학비에 관하여 

①납입한 전형료,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입학을 자퇴할 경우에는 입학식 전날까지 문서로 신청해 주십시오. 입학허가서와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반환 받고 나서(입국 후일 경우에는 귀국확인 후)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학허가서와 여권의 불발급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입학식 이후의 자퇴는 이유에 

관계없이 경과 분의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입학 후의 중도 종료는 경비지변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종료를 희망하는 학기말까지 이유와 함께 중도 

종료 신청서를 제출 후, 교장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미 수강 분의 수업료를 학기(３개월) 단위로  

반환합니다. 다만, 남은 수업료의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④수업료의 반환은 귀국 확인 후(입국전에는 필요서류 도착 후) 또는, 국내에서 진학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의 대략 1 개월 후가 됩니다. 은행 수수료는 수신자 부담이 됩니다. 

⑤법률・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일반 유학코스는 2 년 이상의 재학은 불가능합니다. 

⑦수업료는 소정의 기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소정의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⑧ 천재지변, 사고, 감염증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수업이 중지되는 경우는 면책으로 수업료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⑨ 교재비는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레벨테스트를 받고 클래스가 결정되면 학교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교재는 커리큘럼의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문・초급 교재 예 가격(세금포함) 중급・상급 교재 예 가격(세금포함) 

민나노니혼고 

초급Ⅰ제 2 판 
2,700 엔 중급일본어교과서 내가 찻은 일본 2,808 엔 

민나노니혼고 

초급Ⅱ제 2 판 
2,700 엔 

개정판 토픽에따른 일본어종합연습 

(중급후기)  
1,620 엔 

가나마스터 1,620 엔 
개정판 토픽에따른 일본어종합연습 

(상급) 
1,620 엔 

한자마스터 N5 1,944 엔 일본으로의 초대 2,592 엔 

한자마스터 N4 1,944 엔 한자마스터 N2 1,944 엔 

한자마스터 N3 1,944 엔 한자마스터 N1 2,16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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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본에서의 생활   

1.생활비 

식비,주거비,광열비등 한달 평균 생활비는 10~15 만엔 정도 필요합니다. 방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권(통근)도 구입해야 합니다. 당분간의 생활비로써 최소한 40~50 만엔정도는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음식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동경의 시급은 1000 엔 

정도 입니다. 

 

2.국민건강보험,유학생보상제도 

유학 비자의 학생은 입국시에 채류 카드의 교부를 받아 주거지가 결정된 날부터 14 일이내에 주거지의 

시청 또는 구청에 전출신고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전국 일본어 교육기관 공제 협동조합의 유학생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재학기간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서 

면책금액(1 사고 또는 1 질병에 대해 3000 엔)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기비자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주거 

통학가능한 범위내의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다만 정원의 

관계로 희망하는 시설을 소개해 드릴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제휴학생료 ※3 개월요금（초기비용포함） 
 
 

①『타치바나 田端하이츠』（주）住友林業레지덴셜  역： JR 山手線「田端」역에서 도보 9 분 

목조 2 층건물 양식. 인터넷, 가구, 침대, 책상, 의자,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 실내킷친, 유닛배스 완비. 

코인세탁기 공동사용. 광열비 자기부담. 보증회사 보증료 8,000 엔. 퇴거청소비 21,600 엔. 

 
②『동경 LIFE STYLE 히가시쥬조』（주）글로벌인재개발  역：JR 京浜東北線「東十条」역에서 도보 3 분 

철근 콘크리트 6 층건물 양식. 인터넷, 에어컨, 테레비, 밥솥, 냉장고, 유닛배스, 미니킷친, 책상, 의자, 

침대, 이불 완비. 

 
 
 
③네즈하우스（株）인바운드 제펜） 역： 東京メトロ千代田線「根津」역에서 도보 4 분 
독채집쉐어하우스（여성전용정원 12 명）,인터넷、에어컨、침대、책상、수납、킷친、냉장고、세탁기、욕
실、화장실、전자렌지、밥솥 완비. 공항 픽업 별도 5,100 엔. 

 

④『DK 하우스 신코이와』（주）第一恒産 역： JR 総武線「新小岩」역에서 도보 8 분 

철근 콘크리트 4 층건물 양식. 실내인터넷, 침대, 책상, 의자, 냉장고, 에어컨완비. 화장실, 샤워, 킷친, 

코인세탁기 공동사용. 식당, 오락시설. 퇴실시 보험금 25,000 엔 반환. 

 

 입실료 시설비 보증금 방값（월） 이불 합계
（3 개월） 

2 인실 16,000 엔 42,000 엔 42,000 엔 42,000 엔 10,800 엔 236,800 엔 

 입실료 시설비 방값（월） 광열비
（월） 

이불 합계
（3 개월） 

1 인실 30,000 엔 60,000 엔 49,000 엔 8,000 엔 7,000 엔 268,000 엔 
2 인실 30,000 엔 60,000 엔 39,000 엔 8,000 엔 7,000 엔 238,000 엔 

 입실료 방값（월） 광열비
（월） 

청소비 비품 합계
（3 개월） 

2～6 인실 35,000 엔 24,000 엔 6,000 엔 5,400 엔 6,500 엔 136,900 엔 

 보증금 방값（월） 공공비
（월） 

침구렌트 침대커버 합계
（3 개월） 

1 인실 50,000 엔 52,000 엔 12,000 엔 10,260 엔 2,160 엔 254,420 엔 

 
재학중의 사진・비디오 촬영에 대해서 

 본교에서는 기록과 수업의 활용을 위해서, 사진 ・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본교의 홍보활동(HP, 팜플렛, 포스터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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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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