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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국적

액세스 アクセス 지하철 소요시간
・신주쿠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 20분
・동경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 6분
・닛포리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 5분
・우에노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 2분
・아키하바라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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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교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의 이념 「일본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일본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기간이라도, 어떤 목적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말합니다. 우리들은,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코스의 다양성」과 「수업의 선택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습 목적에 의한 코스 설정과 선택 수업에 

의해, 학생은 자신의 커리큘럼을 자기가 조립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스탭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진로·생활면의 지원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즐겁게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 가장 귀중 하므로 

그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학교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の理念「日本語を必要と

するすべての人のために」は、「日本語を必要とする

人であれば、誰でも、いつでも、どんな期間でも、

どんな目的でも、勉強できる学校である」ということ

をあらわしています。私たちは、その理念を実現させ

るために「コースの多様性」と「授業の選択性」が

重要だと考え、実行に移しました。学習目的によるコー

ス設定と選択授業により、学生は自分のカリキュラム

を自分で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教師やスタッフ

は、学生一人ひとりが自分の力で目的を果たすように、

学習・進路・生活面の支援を行います。自分の夢の

ために楽しく日本語を学ぶ学生の姿が最も尊い―そ

んな気持ちを持って、学校作りを続けてい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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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師数：75名

学校所在地：〒110-0016　東京都台東区台東2-20-9

TEL：03-5816-4861　FAX：03-5816-4862

設立年：1977年

設立から現在までの卒業者数：約20,000人

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아일랜드/영국/프랑스
오스트리아/스위스

스페인/이탈리아
그리스/사이프러스

네델란드/덴마크/독일
폴란드/벨기에/헝가리
체코/루마니아 51

나라와지역
(2009)러시아/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라트비아
리투아니아/터키
이스라엘/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한국

방글라데시
인도/미얀마 대만/홍콩/필리핀/베트남/말레이지아

타이/싱가폴/인도네시아
멕시코/콜롬비아
브라질/칠레

캐나다

미국

이념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日本語を学びたい全ての人に

인터컬트 일본어학교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에서는 일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습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일본어를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우리학교는 세계 각국의 학생이 모여 일본어를 배우는 

「세계기준의 일본어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では日本語を学

ぶだけではありません。言葉や習慣、文

化の異なる人達が日本語を介してお互いを

理解し合う場でもあります。私たちは世界

中から学生が集まって日本語を学ぶ「世

界基準の日本語学校」を目指しています。

교사수 : 75명
학교소재지:110-0016 도쿄도다이토구다이토2-20-9
TEL：+81-3-5816-4861　FAX：+81-3-5816-4862
설립년도 1977년
설립에서 현재까지 졸업생 수 약 20,000명

電車での所要時間

・新宿駅から御徒町駅まで 20分

・東京駅から御徒町駅まで 6分

・日暮里駅から御徒町駅まで 5分

・上野駅から御徒町駅まで 2分

・秋葉原駅から御徒町駅まで 2分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우에노



유학비자를 취득해서 1년에서 2년간 일본어를 배우는 

코스입니다. 진학이나 비지니스, 일본어능력시험　대책 등, 

학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 내용과 스피치 

대회나 일박 온천여행 등의 다채로운 과외활동이 특징입니다. 

학교는 동경의 아키하바라에 있습니다.

 • 목적에 맞춰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목적별 클래스」
 •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중시、확실하게 일본어를 몸에 익히는 수업
 • 담임제도로 한사람 한사람에게 꼼꼼한 학습지도・개인면담 실시
 • 과거 수험 자료에 기초한 철저한 진학지도, 높은 진학률
 •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JLPT/EJU모의시험」을 실시
 • EJU일본유학시험대책강좌 개강
 • 대학원진학 상담실 설치
 • 한자 수업은, 학생의 국적이나 학습력에 맞춘 클래스 편성
 • 매년 1월～3월에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사양성강좌」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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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の長期コースとは

인터컬트일본어학교 장기코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의 장기코스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별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우고(종합 일본어의 시간) 레벨 3으로부터 목적별 수업이 많아지는, 목적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과목을 선택해 자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전부 40 과목 이상~.

一言で「日本語を勉強したい」と言ってもその目的は様々です。インターカ

ルト日本語学校の長期コースは学生一人一人のニーズに応えられるように

授業を選択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初級では基本的な日本語を学び（総合日本語の時間）レベル３から目的

別授業が多くなる、目的別制をとっています。

授業の構成について수업구성

종합 일본어 (홈 클래스)
総合日本語（ホームクラス）

초급 클래스/레벨1∼2 初級クラス／レベル 1～2

중급 클래스/레벨3～４ 中級クラス／レベル 3～4

목적별 클래스 과목

日本語能力試験対策／日本留学準備講座／大学院

準備講座／小論文の書き方／他

 • 일본어능력시험 대책
 • 일본유학시험 준비강좌
 • 대학원 준비강좌
 • 소논문 쓰는법
 • 외

ビジネス敬語／ビジネスマナー・文化／プレゼン

テーションの仕方／自己PR力養成／他

 • 비즈니스 경어
 • 비즈니스 매너・문화
 • 프레젠테이션 방법
 • 자기 PR력 양성
 • 외
 

発音矯正／時事・視聴覚／「聞く・話す・書く・読む」

の実力養成／他

 • 발음클리닉
 • 시사・시청각
 •「듣기・말하기・쓰기・읽기」의 실력양성
 • 외

日本事情・日本文化・マンガ／季節で学ぶ日本語

／日本の歌／日本の地理／他

 • 일본사정・일본문화・만화
 • 계절로 배우는 일본어
 • 일본의 노래
 • 일본의 지리　
 • 외

중상급・상급 클래스/레벨 5～10 中上級・上級クラス／レベル 5～ 10

目的別クラスの科目
一人一人が科目を選んで自分の時間割を作ります。全 40科目以上～。

目的に合わせて授業が選べる「目的別クラス制」

コミュニケーション重視、確実に日本語が身につく授業

担任制によるきめ細かい学習指導・個人面談を実施

過去の受験データに基づく徹底した進学指導・高い進学実績

学校オリジナルの「JLPT EJU模擬試験」を実施

EJU日本語留学試験対策講座を開講

大学進学相談室設置

漢字の授業は学生の学習歴に合わせたクラス編成

毎年1月～3月は「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師養成講座」を開講

목적별 클래스
 • 일본어능력시험 합격, 일본 대학 진학, 비지니스 일본어 습득, 일본 문화에 대한 　
   흥미 등 일본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 학생 개인의 목적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 3레벨(중급 초기 레벨)부터 목적별 클래스 수업이 시작됩니다.

目的別クラス
　日本語能力試験に合格したい、日本の大学に入りたい。ビジネス日本語

　を勉強したい、日本の文化をもっと勉強したい日本語の学習の目的はさま

　ざまです。

　それぞれの人が自分の目的にあった授業を選択できるクラスです。

　３レベルから始まります。

한자 클래스
 • 레벨에 따라　「한자권・비한자권」　학습자로 클래스를 배정합니다.

漢字クラス
　レベル別に「漢字圏・非漢字圏」学習者でクラスが分かれます。

総合日本語
　日本語のレベル別クラスです。

　文法表現などの知識、「話す・聴く・読む・書く」の各能力を養うためのクラ

　スです。

　３レベル以上になると総合クラスと進学クラスに分かれます。

　進学を目指す人は進学クラスで勉強してください。

종합 일본어
 • 일본어 레벨에 따른 클래스입니다.
 • 문법표현 등의 지식과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 3레벨(중급 초기 레벨) 이상이 되면 종합 클래스와 진학 클래스로 나뉩니다.
 • 진학을 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진학 클래스에서 공부해 주세요.

목적별 클래스 
目的別クラス

목적별 클래스
目的別クラス

한자 클래스
漢字クラス

한자 클래스
漢字クラス

한자 클래스
漢字クラス

종합 일본어 (홈 클래스)
総合日本語（ホームクラス）

종합 일본어 (홈 클래스)
総合日本語（ホームクラス）

시험대책 계열
試験対策系

비즈니스 계열
ビジネス系

실력향상 계열 
実力アップ系

교양 계열
教養系

留学ビザを取得し1年から2年の間日本語を学ぶコースです。進学やビジネス、日本語

能力試験対策など、学生の様々なニーズに応えられる授業内容とスピーチ大会や一

泊温泉旅行などの豊富な課外活動が特徴です。校舎は東京の秋葉原になります。



진학지도에 관하여
진학설명회 실시
수험 스케줄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학상담
담임교사가 항상 학생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진학담당스탭이나 
담임교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유학시험대책
실력테스트(5월, 7월), 모의시험(10월)에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연습
면접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말투와 물론, 태도와 복장까지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풍부한 자료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수험자료뿐만 아니라, 인터컬트 일본어학교 선배가 남긴 면접자료와 
입시문제 등 도움이 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입시(지정학교)제도
전국의 많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추천의 의뢰가 있습니다. 성적, 출석률이
좋은 학생은 추천입학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입시대책강좌
대학진학, 특별히 일류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능력 뿐만아니라 영어와 수학
등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에서는 수험에 필요한 과목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입시대책강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각과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소수인원클래스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유료)
수업과목：영어・수학(문과・이과), 물리, 화학

대학원진학상담실 설치/대학원준비강좌 개강
전문선생님이 지도교수를 찾는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법, 면접 방법등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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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약400시간)

1년(약800시간) 

1년6개월(약1200시간) 

2년(약1600시간)

학
습

기
간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では日本語のレベルを 11 に分けています。全

く日本語が話せない 1 レベルから、日本人とほぼ同程度の力を持つ 11 ク

ラスまで細かく設定してありますので、自分の実力にあった クラスで勉

強することが可能です。日本語をきちんと身につけるためにはレベルに

あったクラスで学習するのが大切です。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에서는 일본어의 레벨을 11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혀  일본어를  할  수  없는  1  레벨부터,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11 클래스까지 세세하게 
설정했기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클래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일본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日本語運用能力の目安

日常生活上の単純で直接的な会話ができる。

基本文法修了。日常の発話に加えて、意見や推論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通常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自由にでき、会話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

複雑な会話に対応でき、場面や相手に応じて話し方が変えられる。

新聞や雑誌の趣旨が理解でき、自分の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議論や交渉などに対応でき、表現や語彙などを正確に使うことができる。

論文や小説などの要旨を述べたり、複雑な文を読んだりすることができる。

通常日本人が読んだり聞いたりするものに関して、問題なく理解できる。

広範な話題に対応でき、抽象的で複雑な議論を進めることができる。

大学の講義を理解し、論文を書くことができる。

すべての技能にわたり、日本語母語話者に近い同様の能力がある。

5

学習期間と到達レベル

학습기간과 도달 레벨

학습기간 레벨 일본어구사능력기준

0～ 3개월 1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게 직접적인 회화를 할수있다.

4～ 6개월 2 기본문법 수료.일상회화와 의견이나 추론을 서술할수가 있다.

7～ 9개월 3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워지고 회화를 지속할수가 있다.

10～12개월 4 복잡한 회화에 대응할수가 있고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바꿀수가 있다.

13～15개월 5 신문이나 잡지의 취지를 이해할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수가 있다.

16～18개월 6 의론이나 교섭등에 대하여 표현과 어휘등을 정확하게 사용할수 있다.

19～21개월 7 논문이나 소설등 요지를 서술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읽을수가 있다. 

22～24개월 8 통상 일본인이 읽거나 듣게 되는 것에 문제없이 이해할수 있다.

  9 광범이한 화제에 대응할 수 있고 추상적인 복잡한 논의를 할 수 있다. 

  10 대학 강의를 이해하고 논문을 쓸수 있다.

  11 모든 기능이 일본어 모국어자에 가까운 능력이 된다.

Basic

1 2 3 4 5 6 7 8 9 10 11

Intermediate AdvancedL
E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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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学指導について 

進学説明会の実施
受験スケジュールに合わせ、必要な時期に必要な情報を提供し

ます。

 
進学相談
担任教師が常に学生の状況をチェックしています。そして必要なとき

はいつでも進学担当スタッフや担任教師に相談できるシステムに

なっています。

 
日本留学試験対策
実力テスト（5月、7月）、模擬試験（10月）で実力をチェックできます。

 
面接練習
面接試験で失敗しないように、話し方はもちろん、態度や服装まで

徹底的にチェックします。

 
豊富な資料
留学生向けに市販されている受験資料だけでなく、先輩が残した面

接資料や入試問題など、役に立つ資料がたくさんあります。

 
推薦入試（指定校）制度
全国の多くの大学や専門学校から学生推薦の依頼があります。成

績、出席率のいい学生は推薦入学で進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

 
入試対策講座
大学進学、特に一流大学に合格するためには日本語力だけではなく

英語や数学などの力も問われます。そのため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

校では受験に必要な科目を効率的に学ぶ入試対策講座を開講して

います。各科目を専門としている教師による少人数クラスです。（希望

者のみ・有料）

授業科目：英語・数学（文系・理系）、物理、化学

 
大学院進学相談室 設置／大学院準備講座 開講
専門の先生が指導教授の探し方、研究計画書の書き方、面接の

仕方などを指導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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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오리엔테이션/입학식

정기테스트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이나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클래스 편성 테스트도 실시합니다.

입학식
신입생 전원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 입니다. 학교와 다른 
장소를 빌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테스트
3 개 월 에  한 번 씩  실 시 하 고  있 습 니 다 .  공 부 한  성 과 를  
발휘합시다.

일박여행
전 학생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여행입니다. 온천여관에 
숙박하며 저녁에는 가라오케 대회가 있습니다.

스피치 대회
각 클래스의 대표가 일본문화나 개인의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스피치를 합니다.

일본유학모의시험
일본의 주요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유학시험의 
모의시험입니다.

일본어능력시험모의시험
12월의 실전에 대비해 현재의 실력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칠석
종이에 소원을 써서 대나무에 달아 매는 중국에서 전해오는 
전통행사의 하나입니다.

거울열림　
신에게 바친 떡을 먹는 것으로 일가의 원만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날은 떡이 들어간 팥죽을 학교에서 만들어 
모두 함께 나눠먹습니다.

절분
콩을 뿌리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 원 하 는  행 사 입 니 다 .  교 실 에  귀 신 이  나 타 날  경 우 도  
있습니다.

당일여행
디즈니씨나 하케지마 씨파라다이스 등, 관동주변의 관광지를 
당일로 여행합니다.

히나마쯔리
여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히나인형을 꾸미고, 감주나 히나아라레(찹쌀로 만든 과자)
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간행사　年間行事

아키하바라 秋葉原
최신의 전기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리로서

이전부터 유명합니다만,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등의 현대문화의 발신지로서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 東京
「 일 본 의  정 식  현 관 」도 쿄( 東 京 )역 은  현 재  

재개발중으로, 쇼핑이나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에노 上野 
우에노공원에는 동물원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품을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아메요꼬도 유명합니다.

아사쿠사 浅草
옛날 도쿄(東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카미나리몬(雷門)이 있는 아사쿠사절이나 스미다가와

(隅田川)의 불꽃놀이대회, 닌교야끼나 센베이등의 

전통적인 일본식 과자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最新の電気製品が安く買える街として以前から有名

ですが、最近はアニメやマンガ、ゲームなどのサブ

カルチャーの発信地としても注目を集めています。

「日本の表玄関」東京駅は現在再開発が行われて

いて、ショッピングや食事が一日楽しめる空間へと

変わりつつあります。

上野公園内には動物園や博物館など文化施設が

数多くあります。また日用品がとても安く買える

アメ横も有名です。

昔の東京の雰囲気が味わえる街です。雷門がある

浅草寺や隅田川の花火大会、人形焼きや煎餅など

の伝統的な和菓子がよく知られています。

オリエンテーション
新入生を対象に学校生活や日本での

生活についての説明をします。また

クラス分けのテストも実施します。

入学式
新入生全員が顔を合わせる最初の機会

です。区のホールで行っています。

定期テスト
3ヶ月に一度行います。勉強の成果を

発揮しましょう。

一泊旅行
全校生徒 500人以上が参加する旅行

です。温泉旅館に泊まり夜にはカラオケ

大会があります。

スピーチ大会
各クラスの代表が日本文化や個人の体験

など様々なテーマでスピーチをします。

日本留学模擬試験
日本の主要大学に入学するために必要

な日本留学試験の模擬試験です。

日本語能力試験模擬試験
12月の本番に備え現在の実力を確認

する機会です。

七夕
短冊に願いごとを書き笹に吊す中国

から伝わった伝統行事のひとつです。

鏡開き
神様に供えた餅を食べることで一家の

円満を願う行事です。この日は学生に

餅の入ったお汁粉が配られます。

節分
豆を蒔くことで鬼を払い、病気になら

ないよう願う行事です。教室に鬼が

現れることもあります。

日帰り旅行
ディズニーシーや八景島シーパラダイス

など、関東周辺の観光地を日帰りで

訪れます。

ひな祭り
女の子が健康に育つことを祈る行事で

す。雛人形を飾り、甘酒や雛あられを

頂きます。

日本での生活일본에서의 생활

6 월

오리엔테이션/입학식
일박여행/칠석

7 월

8 월

9 월

오리엔테이션/일본유학모의시험
입학식/일본어능력시험모의시험

10 월

11 월

정기테스트12 월

오리엔테이션/입학식/거울열림1 월

절분/당일여행2 월

정기테스트/히나마쯔리3 월

5 월

정기테스트/스피치 대회

학교주변정보（環境）

7 8



FAQ
Q.외국어가 가능한 스탭이 있습니까?
A.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가 가능한 스탭이 있습니다.

Q.오전과 오후에 클라스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쪽입니까?  
A.중급후반레벨부터 상급레벨의 학생은 오전, 초급부터 중급초반 레벨의 학생은
오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입학시 일본어 테스트(필기, 인터뷰)를 해서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Q.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A.취학비자를 가진 학생은 하루 4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자격외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Q.아파트를 빌리고 싶습니다.
A.부동산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경내 원룸이라면, 야칭 7만～ 9만엔 
정도입니다. 조금 넓은 방을 빌려서 친구와 함께 사는 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Q.수업중 외국어를 사용합니까?
A.기본적으로 수업은 전부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훈련을 쌓은 프로의 교사가, 
그림이나 표,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

Q. 입학시 일반코스를 선택했으면, 진학이나 비지니스 코스의 수업은 수강할 수 
없습니까?
A. 수강 가능합니다. 선택 수업에는 모든 코스의 과목이 있으므로 필요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도중 코스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어학교
 장기코스：취학비자를 습득해서 1～ 2년 일본어를 공부하는 코스입니다.
단기코스：매주 월요일입학. 일주일단위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기방학코스：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는 코스입니다.
비지니스 코스：비지니스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와 매너, 기업문화를 배웁니다. BJT테스트 대책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레슨：학습자의 희망에 따른 일시, 수업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본어교원양성연구소
 일본어교사양성코스：반년간 프로의 일본어교사가 되기 위한 코스.교육훈련급부금대상강좌입니다.
교육실습코스：교안작성, 클래스운영의 기술을 배우는 코스입니다. 유자격자대상.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의 사업내용은,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제공하는 일본어학교와, 
일본어교사를 육성하는 일본어교원양성연구소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の事業内容は、主に外国人に
日本語を提供する日本語学校と、日本語教師を育成する
日本語教員養成研究所の 2 つに分かれます。
 
日本語学校
長期コース：就学ビザを取得して１～２年日本語を勉強するコース
です。

短期コース：毎週月曜日入学。一週間から勉強を始めることが
できます。

短期遊学コース：夏休みや冬休みなどを利用して日本語と日本
文化を学ぶコースです。

ビジネスコース：ビジネスで使われる日本語やマナー、企業文化
を学びます。BJTテスト対策もあります。

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学習者の希望に沿った日時、授業内容を
提供します。

日本語教員養成研究所
日本語教師養成コース：半年間でプロの日本語教師になるための
コース。教育訓練給付金対象講座です。

教育実習コース：教案作成、クラス運営の技術を学ぶコースです。
有資格者対象。

Q.外国語ができるスタッフはいますか。

A.韓国語、中国語、英語、フランス語が話せるスタッ

フがいます。

Q. 午前と午後にクラスがありますが、私はどちらで

すか？

A. 中級の後半から上級レベルの学生は午前中、初

級から中級前半レベルの学生は午後に授業を受け

ることになります。入学時に日本語のテスト（筆記、

口頭）を行いクラスを決定します。

Q.アルバイトはできますか。

A. 就学ビザを持つ学生は 1 日 4 時間までアルバイ

トをすることが可能です。入国管理局が発行する

資格外活動許可書が必要です。

Q.自分でアパートを借りたいです。

A. アパートを扱う不動産会社を紹介することが可

能です。 東京都内のワンルームだと家賃は 7～ 9

万円程度です。広めの部屋を友達とシェアしている

学生が多いようです。

Q.授業で外国語を使いますか？

A. 基本的に授業は全て日本語で行います。訓練を

積んだプロの教師が、絵や表、ボディランゲージ

を使いわかりやすく伝えます。

Q. 入学時にレギュラーコースを選んだら、進学やビ

ジネスのコースの授業は受けられないのでしょうか。

A. 受けられます。選択授業（P4）には全てのコー

スの科目があるので、必要なものを自由に選んで

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在学途中で自分のコー

スを変更することも可能です。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에 관하여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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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へ徒歩で通える距離に学生寮を用意しています。50室、100名以上が収容可能で、生

活に必要な備品も一通り揃っています。

 設備：エアコン、TVモニター付きオートロック、宅配 BOX、浴室換気乾燥機、ガスコンロキッ

チン、２段ベッド、テレビ、冷蔵庫、洗濯機、炊飯器、電子レンジ、テーブル、インターネット（コ

ンピュータはありません）

学生寮

학교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학생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실, 100명 이상 입실가능하고, 생활에 필요한 비품도
대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비 : 에어컨, TV모니터 부착 오토록, 택배 박스, 욕실환기건조기, 
가스곤로키친, 2층 침대,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테이블, 인터넷(컴퓨터는 없습니다)　

학생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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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인터컬트
일본어학교

오카치마치
기숙사

아키하바라2
기숙사

아사쿠사바시
기숙사

아키하바라1
기숙사

신오카치마치
나카오카치마치

成績や出席率のよい学生は奨学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奨学金 → 月２万円×６ヶ月

在籍 6ヶ月以上、出席率 90％以上の学生が対象です。

 

私費外国人留学生等学習奨励費 → 月 5万円×12ヶ月

日本学生支援機構の奨学金。大学進学希望者が対象です。

성적이나 출석율이 좋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컬트일본어학교 장학금→월 2만엔×6개월
재적 6개월 이상, 출석율90%이상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사비외국인유학생등학습장려비→월 5만엔×12개월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대학진학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장학금제도 奨学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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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카 도오리

쇼
와
도
오
리

키요스바시도오리



인터컬트 타이페이 사무소
주소:4-1, No.415, Sec.4, Sinyi Rd., Sinyi Distric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886-2-8780-6868　FAX：+886-2-8780-6969
Email：info@incul.com.tw
SITE：http://www.incul.com.tw

니케이일본어학교 (Nikkei Japanese Language School)
주소：2/F., Ko Kei Bldg., 9-11 Jordan Rd., Kln., Hong Kong
TEL：+852-2770-0993　FAX：+852-2782-5328
Email：info@nikkei.edu.hk
SITE：http://www.nikkei.edu.hk/
　
Lighthouse Info Service Co.,Ltd.
주소：1402B Liberty Square 287 Silom Rd. Bangrak Bangkok
TEL：+66-2-267-7726　FAX：+66-2-631-2040
Email：contact@jeducation.com
SITE：http://jeducation.com
　
Jakarta Communication Club【JCC1】
주소：JI.Cipaku2 No.27　Kebayoran Baru Jakarta- Seltan Indonesia
TEL：+62-21-7203966/72791829　FAX：+62-21-7203966
Email：jcc@dnet.net.id
SITE：http://jccindonesia.com/
　
SAIGON LANGUAGE SCHOOL
주소：2 Truong Dinh,Dist.3.Ho Chi Mi Inh City. Vietnam
TEL：+84-8-9330773　FAX：+84-8-9303462
Email：saigonlanguage@hcm.fpt.vn
SITE：http://www.saigonlanguage.com/

A To Z Language Centre
주소：70B, Jalan SS21/62, Damansara Utama,
47400 Petaling Jaya, Selangor
TEL：+60-3-7728-4662　FAX：+60-3-7728-0662
Email：admin@atozlanguage.com
SITE：http://www.atozlanguage.com/　
　
AZURE Language Centre
주소：Myanmar-Info-Tech,Building 5, Room 6
University Hlaning Campus,Hlaing Township,Yangon,Myanmar
TEL：+95-1-652318　FAX：+95-1-652318
Email：azinfoyg@gmail.com
SITE：http://www.azurenet-my.com/
　
IL MULINO Istituto l inguistico e culturale
주소：P.zza A. La Marmora 35020 Legnaro PD Ital ia
TEL：+390498830912
Email：scuolamulino@scuolamulino.it
SITE：http://scuolamulino.it/

F+U Rhein-Main-Neckar gGmbH Academy of Languages 
주소 : Hauptstraße 1, D-69117 Heidelberg
TEL：+49 6221 9120-19　FAX：+49 6221 23452
Email：sprachreisen@fuu.de　
SITE：www.fuu.de
 www.fuu-heidelberg-languages.com

IKOMA LANGUAGE SCHOOL 
주소：350 Orchard Road #12-07 Shaw House,Singapore　238868
TEL：+65-6238-0288　FAX：+65-6238-0233
Email：jp@ikoma.com.sg
SITE：http://ikoma.com.sg

타이완
台湾

홍콩
香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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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インドネシア

베트남
ベトナム

말레이시아
マレーシア

　
미얀마
ミャンマー

　
이탈리아
イタリ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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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

싱가폴
シンガポ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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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

아사쿠사바시역

신오카치마치(도에이오오에도센)
A2출구

카스카 도오리

미즈호은행

로손
쇼와도오리

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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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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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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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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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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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오카치마치
미쯔비시도쿄UFJ은행

쿠라마에바시도오리

미쯔이기념병원

소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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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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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쪽출구

출구

사다케 상점가

110-0016 동경도다이토구다이토2-20-9
전화 : 03-5816-4861 팩스 :03-5816-4862
〒110-0016　東京都台東区台東 2-20-9

학교소재지 学校所在地

인터컬트 일본어학교

해외 사무소　　海外連絡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