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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일본어, 오후에는 과외수업과 전문분야 체험.
오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학습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수업.

오후에는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과외수업과 전문분야의 체험 수업etc. 다양한 학습 내용의 도쿄·시부야의 여름 3주간！

희망자는 나가누마 진학 설명회를 통해 손쉽게 일본의 대학원·대학교·전문학교의 입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썸머코스 기간중에 나가누마스쿨은 학내에서 「나가누마스쿨 대학원·대학교 진학 설명회」와 「전문학교 체험수업」를 개최합니다.썸머코스에 참가한 모든 수강생들은 학내의 진학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체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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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PREMIUM 2016

월

일본과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나가누마스쿨은 일본어를 사랑하는 많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6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여름, 도쿄의 생활을 만끽하면서 「말하기」라는 나가누마 

고유의 교수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일본어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 보십시오.

학교법인 나가누마스쿨 도쿄일본어학교

교장 고지마 미치코

나가누마스쿨 진학 설명회 안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유명 대학원·대학교가 나가누마스쿨의 학생들을 위하여 
대집합！

나가누마스쿨 대학원

대학교 진학 설명회
2016년 7월 13일 (수) 12:30 ～ 14:00

작년도 참가 학교:

(국공립대학)

전기 통신 대학, 우츠노미야 대학, 시가 대학, 아키타대학, 

야마가타대학, 히로사키 대학, 후쿠오카 여자 대학, 신슈대학,후쿠시마 대학,

나가사키대학, 수도대학도쿄, 요코하마국립대학, 도쿄농공대학

(사립 대학)

와세다 대학, 아오야마 학원 대학, 조치대학, 메이지 대학,

중앙 대학, 릿쿄 대학, 호세이 대학, 센슈 대학, 토요 대학 도쿄 도시 대학, 

도쿄 이과 대학, 유통 경제 대학, 도쿄 전기 대학, 관서 학원 대학,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국제 의료 복지 대학, 일본 약과 대학, 

쇼와 여자 대학, 토카이 대학, 오비린 대학, 시바우라코교대학, 후쿠이 공업 

대학, 아시아 대학, 일본 경제 대학, 칸다 외국어 대학, 할리우드 대학원 대학

Q.게스트 하우스는 모든 방이 개인실인데 다른 참가자와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합니까?

Ａ.썸머코스 참가자는 가능한 같은 층에 묵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시설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Q.게스트 하우스는 남성용입니까? 여성용입니까?

Ａ.2~4층은 남녀 공동, 5층~8층은 여성 전용입니다. 썸머코스에서는 남녀 공용의  

 플로어도 사용합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예약 상황에 따라서는 여성 전용 플로어의  

 지정도 가능합니다.

Q.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Ａ.같이 참가한 참가자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거나 부엌에서 요리해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식품을 사는데 필요한 현금은 개인이 항상 준비하십시오. 

Q.이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Ａ.방에는 침대가 있으며 세탁된 이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불과 침구는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요나 타올 등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료 규정을 충족시키신 분에게는 코스 최종일에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썸머코스 기간 동안, 12회의 일본어 수업 중 9회 이상 출석하신 분.

·일본어 수업 최종일의 일본어 성과 발표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정받으신 분.

썸머스쿨 문의처

주식회사 큐토자폰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담당자
⊩150-0022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미나미3-7-5-203

전화: +81-(0)3-6890-0910   Fax: +81-(0)3-6864-0910

E-mail:naganuma-summer@qto.co.jp

Q.세탁은 할수있습니까？

A.공용공간에는 무료로 사용할수있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근처에 세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약국이 있으므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세탁후 공용공간과 방안에 말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료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분에￥100입니다

Q.인터넷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Ａ.무료로 LAN과 Wi-Fi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코스 기간 중 친구가 방문한 경우, 방에서 같이 숙박할 수 있습니까?

Ａ.방문자는 1인당 하루에 2200엔의 추가 요금으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예약필수)

Q.썸머코스 개강 전과 종강 후 연장 숙박이 가능합니까?

Ａ.가능합니다. 썸머코스 참가자는 추가 요금 없이 도착일부터 최장 4주간(28일) 

 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약 필수)

Q.참가자를 픽업할 때의 공항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Ａ.출발하는 나라에 따라 픽업 예정의 공항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연락 드리겠습니다.

Q.개강일 전보다 빠른 도착과 수료 후의 늦은 귀국은 가능합니까?

Ａ.가능합니다. 다만 공항으로의 픽업과 숙소까지의 마중과 배웅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썸머코스 수료증 수여에 관해서

FAQ



썸머코스 참가자 

전원에게 

유카타와 게타를 

선물합니다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PREMIUM 2016

2016년 7월 4일(월) ∼ 7월 24일(일)  3주간

 

오전9：00 ∼ 12：30 일본어 수업　

오후에는 주 2 ∼ 3회, 일본문화의 체험과 과외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내에서 진학 설명회와 전문학교의 체험수업을 실시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나가누마스쿨 도쿄일본어학교

⊩150-0036　도쿄도 시부야구 난뻬이다이초16-26

16세이상

게스트하우스 (도보권내의 개인실. ※협력 : 후지미하우스)

①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 신청서　②사진3cm×4cm ③여권 복사후

E-mail 또는 fax,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6월 20일(월) 까지

28万円 (소비세 포함)　

※ 5월 27일(금) 까지 신청하신 분은 27만 엔 (소비세 포함) 

입금 확인 후, 수강 신청을 확정하겠습니다.

(주)큐토자폰　www.qto.co.jp

*개인적으로 출발 전에 반드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레벨 테스트

·수업료

·교재비

·숙박비 (수도 광열비, 인터넷 요금 포함)

·공항까지의 마중 / 배웅 비용 (공공교통기관 이용)

·과외 활동비

·종강파티 비용

·수료증 발행 (수료 규정을 충족시키는 분에 한해)

·기념품：유카타와 게타 (일본 전통 의상과 신발)

참가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항공권

·여권 신청 비용

·식비

·초과 수화물 비용

·전문학교의 체험수업 참가비 (무료)

·대학원·대학교의 진학 설명회 참가비 (무료)

·개인의 과외 활동비 (코스 대상외 모든 활동)

·보험료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과외활동과 전문학교의 체험수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숙소는 나가누마스쿨에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개인실) 

 입니다. (2인 1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숙소에서 인터넷 (Wi-Fi, LAN) 을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분은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컴퓨터를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누마스쿨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Wi-Fi도 무료로 이용할  

 수있습니다.

·수료 규정을 충족시키는 분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일본어 수업 (오전)은 180분입니다.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의 일본어 클래스는 원칙적으로 초급 클래스(1클래스)로 운영됩니다.  

 중급·상급 클래스는 7월에 스타트한 장기 코스의 학생들의 클래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레벨 체크는 SKYPE 면접 또는 개강 첫날의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여행 일정

오전

오후

하루 종일

● 과외수업 ● 자유참가 

※오후의 과외수업, 체험수업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후의 과외수업은 반드시 전원이 시부야까지 돌아온 후 해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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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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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수업

일본어 수업

일본어 수업

일본 도착. 

공항까지 마중. 

게스트하우스로 이동

귀국. 

공항까지 배웅.

메이지진구∼

하라주쿠∼시부야

지부리 (또는 도라에몽）

미술관~기치조지

유카타＆헤어메이크 

체험 수업, 도쿄만 크루즈

긴자∼쓰키지∼

하마리큐∼아사쿠사∼

도쿄스카이트리

（일본어 성과 발표회）
도쿄 디즈니시

가마쿠라·에노시마 산책

우에노∼아키하바라 walk

종강파티

（레스토랑 뷔페）

일본요리 또는 스위트 체험

나가누마 대학·

대학교 진학 설명회

개인실 시설：

·에어컨

·침대

·책상·의자

·조명

·LAN（무료）

·Wi-Fi（무료）

·이불

공용 공간 시설:

·부엌

·식기

·조리기구

·냉장고

·거실 테이블

·텔레비전

·자동 방범문

게스트 하우스 “URBAN PLACE SHIBUYA east” 에 대해서

·세탁기

·세탁 건조기 (유료 ￥100/30분)

·세면대

·샤워 시설

·화장실

·우편 접수

·엘레베이터

①나리타 공항에서：

a)나리타 엑스프레스로 시부야역까지 (50분)

 시부야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5분)

b)공항 리무진으로 시부야 세루리안타워까지 (90분)

 시부야 세루리안타워에서 도보 (7분)

신청방법

1. 신청

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나가누마스쿨 썸머코스PREMIUM 신청서』 

② 사진3cm×4cm

③ 여권 복사

이상 3가지 서류를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 naganuma-summer@qto.co.jp

　팩스 : +81-(0)3-6864-0910

　우편 : 주식회사 큐토자폰 썸머코스 담당자

　　　　⊩150-0022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미나미3-7-5-203

 

2.참가 비용을 아래의 은행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 후, 썸머코스의 좌석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입금 (해외송금)

　은행명：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 LTD

　지점명：EBISU BRANCH

 지점주소：1-8-6,Ebisu-nishi,Shibuya-ku,Tokyo,Japan ⊩150-0021

 계좌번호：136-0114931

    계좌명：QtoJAPON INC.

Swift코드：BOTKJPJT

●일본에서의 입금 (은행이체)

　은행명：東京三菱UFJ銀行

　지점명：恵比寿支店（지점 코드136）
 구좌번호：普通口座　0114931

　구좌명：株式会社キュ〡トジャポン

②하네다 공항에서： 

 공항 리무진으로 시부야 세루리안타워까지 (60분)

 시부야 세루리안타워에서 도보 (7분)

③나가누마스쿨에서 : 도보 (15분)

찾아오시는 길：URBAN PLACE SHIBUYA east (어반플레이스 시부야이스트)　

 ⊩150-0011 도쿄도 시부야구 히가시1-26-26

CAUTION!!
※ 국제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 입금 수수료는 주식회사 큐토자폰이 부담합니다.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회장

참가자격

체재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참가비용

과외수업 기획 운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취소 수수료
썸머코스 실시일(7월 4일)부터 계산하여 30일 전(6월 4일)부터는20%, 14일 전(6월20일)부터는 40%, 7일 전

(6월 27일)부터는 60%, 3일 전(7월 1일)부터는 1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코스 시작 후 취소의 

관해서는 비용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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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ulean Tower
Tokyu Hotel

Shibuya StationShibuya Station

South entrance

Exit 16

Shibuya police station

Shibuya Hikarie

Guest
House
Guest
House

NaganumaNaganu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