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의 세계로 우리 함께해요
학원장 아라키 마사미쯔

설립 취지
본 학원은 자국과 일본의 공존공영에 헌신할 뜻이 견고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 문화 및 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1986 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본 학원에서는 배워 익힌 일본어 능력과 일본인의 마음을 디딤돌로 삼아 머지않아 자국과 일본과의
교량(橋梁)역할이 되어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

특색

●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대학・전문 학교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을 염두에 둔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하는 일본어 능력 양성에 그치지않고 입시나
진학 후의 학습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독해・표현력 의양성에 역점을
둔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 한정된 기간에 최대한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레벨에 맞도록
초급에서 상급까지 클래스를 많이 나누어서 각각의 클래스에 적합한
수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효과적인 능력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 언어를 진정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합니다. 일본 문화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
학원에서는 과외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진학 상담
일본에는 4 년제 대학은 514, 단기 대학은 592, 전문과정을 갖춘 전수학교는 약 3900 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데는 상당한 정보량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학원에서는 학생 제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상시의 교류나 교육
되어 있습니다.

상담등을 통하여서 지도합니다.

또한 몇몇 사립대학으로부터 추천 지정교로

◇

지정교 추천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둘이 가지고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고 최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상의 교류야 교육상담드을 통해서 지도합니다.
또 사립대학 몇교가 추천 지정교로 되어있습니다.
본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상교류와 교육상담등을 통해 지도합니다.
또한 몇몇 사립대학교로부터의 추천지정학교로 되어있습니다.

◇

정열 넘치는 지도
본학원에서는 배운 일본어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과 일본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않는 학생, 일본어가 서툴러 불안한 학생들을 위해 모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과의 상담이 가능한 스태프가 있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제도
우리 학원에서는 성적, 출석률, 수업태도가 우수하며 다른 학생한테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더 학교가 추천해서 학교 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시설
본 학원에서는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친지나 아는 사람이 없이 일본에 오더라도

주거하기가 곤란한 학생을 위한 생활 시설입니다. 룸 메이트나 동료 선배들로부터 일본에서의 생활
체험담을 듣거나 공부를 배우는 것도 유학생활에 익숙해지는 지름길.

기숙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잇점입니다. 또한 일본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혼자서 혹은 친한 친구와 생활하길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방을 구할 수 있는 상담이나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

과외활동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위해서는 그 배경의 있는 문화를 이해할 것이 필요부가결 입니다.
일본문화를 더욱더 깊이 이해해주기 위해 우리 학원에서는 과외수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입니다. 일본의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어학원에서는 과외수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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