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수업”과“액티비티”과 세트로된 4 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생활을 즐기면서 실전적인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학
교】
【수 업 시 간】
【프로그램 요금】
【입 학 자 격】
【일 본 어 레 벨】
【일 본 어 수 업】
【액

일정

티

비

아크아카데미
9：15－12：30
97,000 엔（세금포함）＊입학금、액티비티 요금 포함／교재비・교통비 별도
①만 16 세 이상 ②자신으로 단기재류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분
입문～초급(중급반을 희망하실 분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본어를 즐겁게 공부합니다.
액티비티 당일은 액티비티활동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공부합니다.
티】 액티비티에는 현지 스태프가 인솔합니다.
＊액티비티 예：식품샘플만들기, 유카타입기, 전통종이만들기, 일본음식체험 등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Ａ일정

2018 년 7 월 9 일（월）～8 월 3 일（금）

Ｂ일정

2018 년 8 월 6 일（월）～8 월 31 일（금）＊중급반은

문의
kenshu@arc-academy.net
아크아카데미 연수사업부
〒160-0023
도쿄도신주쿠쿠니시신주쿠 7-11-3 히라타빌딩 1 호관２층
（JR 신주쿠역 서쪽출구에서 걸어서 3 분거리）
TEL：03-5348-7671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신청・지불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십시오. 수업료는 신청마감날까지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송금
소정의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지정된 은행 구좌로 송금해주십시오.
송금 은행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hibuya-Ekimae Branch (No.234)
・주소: 1-7-4 Dogenzaka Shibuya-ku Tokyo
・계좌번호 : 2287149
・계좌명의 : ARC ACADEMY
・SWIFT : SMBCJPJT

MIZUHO 은행
・Shibuya Chuo Branch（No.162）
・주소: 23-3 Udagawacho, Shibuya-ku, Tokyo
・계좌번호：4749770
・계좌명의：ARC ACADEMY
・SWIFT ：MHCBJPJT

＊송금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수업료에서 은행수수료가 지급된 경우 개강 후 그 차액을 지불하셔야합니다.

Flywire 신청（현지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lywire.com/pay/arc-academy-shinjuku

신청 해약
【개강 전 해약】
모든 해약（취소）은 서면（이메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메일）을 확인 후 학교에서
답장을 드립니다. 만약 답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 개강하기 전에
해약하실 경우에는 사유와 상관엾이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시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경우 해약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해약 일

해약 수수료

개강 31 일 이전

무료

개강 30 일 ~ 15 일 전까지

수업료의 10％

개강 14 일 ~ 6 일 전까지

수업료의 20％

개강 5 일 ~ 1 일 전까지

수업료의 50％

개강 당일 및 연락없는 불참

수업료의 100％

【개강 후 변경・해약】
코스 개강 후의 변경・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 달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상거래법에의한 특정지속적역무제공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마감

숙박 예

A 코스：6 월 25 일（월）/

B 코스：7 월 23 일（월）

＊예약은 숙박소에 직접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쿠라호텔

사쿠라하우스

http://www.sakura-hotel.co.jp/jp/

http://www.sakura-house.com/jp/

①도미토리：3,000 엔（세금포함）/1 박/1 인
①아파트：77,000 엔(세금포함)～
②싱글：6,400 엔（세금포함）/1 박/1 인
②쉐어하우스：55,000 엔(세금포함)～
③더블：8,200 엔（세금포함）/1 박/1 방
③도미토리：36,000 엔(세금포함)～
아크아카데미 특별 서비스 제공

홈스테이 in Japan

http://www.homestay-in-japan.com

①하루 두끼 제공: 5,076 엔(세금포함)/1 박/1 인
②하루 한끼(조식) 제공: 4,536 엔(세금포함)/1 박/1 인
＊홈스테이는 한 달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별도로 수수료가 19,440 엔(세금포함)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