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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는 일본 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홋카이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러 매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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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와 삿포로의 매력

삿포로는 홋카이도 최대의 도시로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겨울에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리며, 축제가 열리는 오도리 공원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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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랭귀지센터를 선택하는 3가지 이유

充実した
サポート
体制

充実した
サポート
体制

일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알찬
서포트
제공

홋카이도
최대 규모
일본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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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코스 비즈니스 일본어 코스

스케줄
※오전/오후로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전 9:00～9:45 9:55～10:40 10:50～11:35 11:45～12:30

오후 13:10～13:55 14:05～14:50 15:00～15:45 15:55～16:40

※비지니스 일본어 코스는 일본어 실력이 N2상당 이상의
학생이 대상입니다.개강시기는 문의 주십시오.

■비즈니스 일본어 지도
・경어/전화대응/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취업활동 지도
・비즈니스 매너의 기본과 실천
・취업 대비 3가지 포인트
（자기분석・ 이력서 작성 방법・면접 대비）
・PC기본 스킬
・업계연구＆정보제공
・기업 견학/직장 실습
・개별 취업 카운셀링

■진학 지도
・일본어능력시험（JLPT시험）대비
・일본유학시험（EJU시험）대비
・소논문 작성법
・지망 이유서 작성 방법
・신문 읽기, 시사 일본어설명
・면접 시험 연습
・말하기 지도
・진로 지도 및 상담

코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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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강당교무실

교실

담화실

복도

삿포로 랭귀지센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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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테 체험 체육대회

소풍

기모노 체험

스키 체험

일본 문화 체험・과외활동

신춘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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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는 도쿄에 비하면 보증금, 레이킹이 무척 저렴합니다.   ※입학 시기에 따라 소개할 수 있는 건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삿포로는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월세 26,000엔
관리비 1,500엔
주소 삿포로시 주오구 미나미14조
니시7초메
보증금 1달분
레이킹 없음
방 면적 24㎡
방 구조 1DK [6×4조] 
통학거리 도보10분

삿포로 도쿄

월세비교

70,000 엔～

30,000엔～

저렴한 월세

【예를 들으면】

학교와 제휴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예시

월세 30,000엔
관리비 2,000엔
주소 삿포로시 주오구 미나미13조
니시6초메
보증금 없음
레이킹 없음
방 면적 24㎡
방 구조 1DK [6×4.5조] 
통학거리 도보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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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의 최저 시급은

일본어 구사 능력에 따라 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28시간・월120시간 기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합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주28시간까지OK!
장기방학중은 주40시간까지OK!

삿포로의
평균 시급

900엔

한 달 급여
※

108,000엔

장소 내용 시급

호텔 객실절돈 1,050엔

레스토랑
호텔 스태프
키친 스태프

900엔

음식공장
도시락・빵 등의

분류 작업
1,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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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회사인 커리어뱅크 주식회사는

홋카이도 최대의 인력회사 입니다.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소개는 물론, 

졸업 후 일본에서의 취업도 지원합니다. 

커리어뱅크 주식회사에 대해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본에서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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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까지의 스케줄

4월 입학

2년

7월 입학

1년 9개월

10월 입학

1년 6개월

1월 입학

1년 3개월

진학
・

취업

3월 졸업

⑥ 입국

⑤ 비자 신청

④ 학비 등의 납입

③ 심사 결과 발표

②비자신청서류제출

① 원서 제출 기한

※준비과정부터 입국까지 약 5~6개월정도 걸립니다. 9



학습기간 2년 1년 9개월 1년 6개월 1년 3개월

입학기간 4월 7월 10월 1월

선고료 30,600 30,600 30,600 30,600

입학금 66,000 66,000 66,000 66,000

수업료
1,254,000 1,097,300 940,500 783,800

교재비 44,000 38,500 33,000 27,500

합 계 1,394,600 1,232,400 1,070,100 907,900

1년

학교와
상담 필수

30,600

66,000

627,000

22,000

745,600

학비에 대한 안내

（소비세 10% 포함）단위： 엔※학비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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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금액

● 일본어 능력시험 N1 합격 10,000엔

● 일본어 능력시험 N2 합격 5,000엔

● 일본유학시험 성적표창
※EJU400점 중250점 이상

5,000엔

● 성적우수자 장학금 제도（JASSO）
※4월학기생의 2년코스 수강자 중 1명 한정

30,000엔/월

● 장려금
※3월에 수료하는 학생 중 출석률,수업태도,성적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각 반 1명)

20,000엔

● 스피치 콘테스트
※수료식에 하는 스피치 콘테스트에서의 상위 3명

10,000엔・7,000엔・5,000엔

● 한자 콘테스트
(80점 이상의 성적을 남긴 사람)

상장・경품

장학금＆장려금 제도

삿포로랭귀지센터에는 다양한 장학금&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본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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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이 다 너무
친절하십니다.가르치는 방법도
재미있고 경험도 많습니다.또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나라의 반
친구와 매일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너무 좋아요!중국-고 씨

영국-제임스씨

베트남-니 씨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재미있는 학생도
많아요.수업만 아니라 일 구하기 및
맨탈케어도 잘 서포트를 해
주셨어요.해외에서 안심해서 혼자
살 수 있습니다!홍콩-쇼우 씨

선생님들은 매우 프로페셔널 하시고
친절하십니다.수업도 이해가 쉽고
듣기 및 어휘력도 늘었습니다.선생님
덕분에 일본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필리핀-다브리조씨

말레이시아-자기씨

학생의 목소리

첫 날 부터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선생님과 직원분이
좋은 분이고 모두 학생이 학습을 잘
할수 있게,그리고 삿포로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줍니다.

학교 선생님은 열정이 있으시고
항상 친절하고 유쾌하셔서 수업은
항상 재미있어요.선생님 덕분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올랐습니다.학교 친구랑도 친하고
항상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SLC에서 공부 하고나서 일본어로
이야기 하는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선생님 및 직원분이 친절
합니다. 우편물을 읽는것도 도와주시고
작은것들도 잘 서포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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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혹은 수업료, 학생생활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학교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EL: +81-11-251-5009 EMAIL: spj@career-bank.co.jp WEB: http://sprlc.jp/ko.html

〒064-0811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미나미11조 니시1-3-17 파밀 나카지마코엔2F  삿포로랭귀지센터

응모/문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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