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일본어와 취업 지원에 특화 된 린게지 일본어 학교



5 가지 강점

린게지 일본어학교에는 여러분의 일본 유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5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취업를 위한 일본어 능력과
마음 가짐을 키우는 커리큘럼

삼대 지도이념“일본어·일본 문화” 

“비즈니스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취업

 지원”을 두고 철저하게 지도합니다.

비지니스 일본어 지도의 전문가인
강가진

일본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본어
연수를 담당했던 경험 풍부한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자기 분석, PR, 면접 연습 등으로 
단계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 기업 견학 등을 거듭하면서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을 수 있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대씩 iPad를 이용. 
 ICT를 활용한 최첨단 수업 스타일

 교실내에 1인당 한대씩 iPad를 이용할 수 있게
 비치해 두었으며 Paperless 환경에서 ICT를 
 구사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도쿄의 중심가 신주쿠에 
위치한 새로운 학교

신주쿠 역에서 도보 3 분. 교실에서 
고층 빌딩이 보이고 밤에는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 점

비즈니스를위한 일본어 능력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교육 과정
린게지 커리큘럼에는 3대 지도이념이 있습니다.

❶ 일본어 일본문화 이해

종합적인 일본어 능력 습득과 일본 문화 및 습관의 이해

(발음, 문법 습득 독해력 양성, 문장 구성의 이해, 사례 연구 등)　

❷ 비즈니스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직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상정 한 실습

(경어, 연설, 프레젠테이션, 회의 참가 실습 등)

❸ 취직 활동 지원

일본 기업의 직장을 찾기 위해 시작부터 목표까지 지원

(자기 PR, 이력서 작성, 면접 연습, 기업 연수, 기업 견학, 

인턴쉽 등)



강 점

비즈니스 일본어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쿠라모치 모토코 선생님
(교무주임)

메이지 대학 졸업. 국립 국어 연구소 일본어 교육 장기 전문 연수 

수료. 긴 세월에 걸쳐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비즈니스 

일본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문화 이해, 매너 연수 등 다방면에 

걸친 인기 강사로 활약 중.

이시이 코노미 선생님
(코디네이터)

와세다 대학 대학원 상학 연구과 MBA 수료.

전자업계 일본 대기업 출신으로 일본 기업에서의 현장경험을

살려 직장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일본어를 전달 

할 수 있는 전문가.

그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경험 풍부한 강사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점

취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되고 싶은 나 '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연습을 반복합니다.
 　　  ・ 자기 분석과 자기 선전 방법

　　   ・ 이력서 작성의 포인트

 　　  ・ 면접 실습

  　　 ・ 기업 연구 방법

　   ・ 과외수업(기업, 공장, 시설 견학 등)

◎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기 위해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  zenken 본사 주식회사

  　　 린게지 일본어학교의 지주 회사. IT , 어학 연수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사내에서의 인턴쉽이 가능한

　　   데다 계열사 중에 이과계 학생의 취업 지원에 강한

　　   "Sciseed"회사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 ORIGINATOR (제휴회사) 

　　  외국인 전문 인력 소개 업체. 일본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회사의 선구자적인 존재.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취업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강 점
한 사람 한 대의 iPad 사용
 ICT를 활용 한 최첨단 수업 스타일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도입 한 수업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IT 지식과 기술이 갖춰집니다.

▶ 과제 및 시험은 온라인으로 실시

▶  항상 iPa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어 타이핑

　능력도 점차적으로 향상

▶ 통학 등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예습 · 

   복습도 가능

▶ 학습 자료 및 유용한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

▶ 팀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할 때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정보 교환 



강 점

도쿄의 중심지인 신주쿠에 위치한 새로운 학교

린게지 일본어 학교는 도쿄 신주쿠 역에서 도보 3 분. 

신축 빌딩의 11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교실, 자습 공간, 도서관 등 모두 새롭고 깨끗한

　시설입니다.

▶ 신주쿠 역에서 걸어서 도보 3 분. 신주쿠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은편입니다.

▶ 교실에는 큰 창문이있어, 신주쿠의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 아키하바라, 시부야, 도쿄 역 ... 환승없이 전철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사무실, 식당, 백화점이 있어 

　매우 활기찬 환경입니다.





학비
세금 포함

(소비세 10 %)

10,000엔

20,000엔

660,000엔

20,000엔

20,000엔

20,000엔

750,000엔

11,000  엔

22,000엔

726,000엔

22,000엔

22,000엔

22,000엔

825,000엔

학비
세금 포함

(소비세 10 %)

330,000엔

10,000엔

10,000엔

10,000엔

360,000엔

363,000엔

11,000엔

11,000엔

11,000엔

396,000엔

모집요강모집요강
１  코스 1년 / 1년9개월 / 1년6개월 / 1년3개월 코스 

２  모집 기간

4월 학기　　　         10월 중순까지

10월 학기　　             5월 중순까지
80명

３  입학조건
□ 16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 또는 수료 예정이신 분

　 상기 이외 이와 유사한 학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검정고시 등)

□  일본 능력 시험(JLPT) N5 이상, 또는 본교 지정 시험으로 동급 능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분

□ 공부 의욕이 있으신 분

□ 유학중의 경비적인 지원 능력이 있으신 분

４  전형방법
□ 제출 받은 서류(원서・이력서・경비지변서)의 내용과 Skype를 이용한 면접 , 
    그리고 온라인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５  입학비용
Ⅰ. 입학전에 지불할  비용(1년간의 학비 및 기타 비용) Ⅱ. 2년째 지불할 비용(10월생/1년6개월코스의 경우)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시설유지비

과외활동비

교재비(iPad사용비)

합계

수업료

시설유지비

과외활동비

교재비(iPad사용비)

합계

６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
자세한 내용은 린게지 일본어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입학 안내 페이지：���������������������������������������
����	��

7  송금 방법에 대해
린게지 일본어학교에 송금하시는 경우, 교육기관이 많이 이용하는 국제결제 서비스인 ” Flywire”를 이용해 주십시오. Flywire는 세계

100여개국 이상의 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며, 한국 은행으로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송금 등이 가능하여 세계 200개국에서 유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린게지 일본어학교 전용 페이지에서 Flywire 계정을 만들고 송금 수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Flywire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일본어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린게지 일본어 학교의 전용 페이지：
　 �����������������
�������������������������������

입학시기　　　　         모집 기간　　　　             정원 

7월 학기　　　          2월 중순까지

1월 학기　　　           8월 중순까지



1년 코스 N3 수준 (초중급) 으로 입학

일본어・일본 이해 비즈니스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취직 활동 지원
초중급

(~3개월)

중급Ⅰ

(~6개월)

중급Ⅱ

(~9개월)

상급

(~1년)

어느 날 시간표 초중급 반

일정 수업 내용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월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연설 ・퀴즈

문법과 표현 ・ 이해

경어 기초

자기 분석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청해

문법과 표현 ・ 연습

장면 회화 연습

프리젠 테이션 기초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연설 ・퀴즈

문법과 표현 ・ 이해

 자기 선전

경어 기초

장 구조 발전 그룹 워크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청해

장면 회화 연습 발전 그룹 워크

프리젠 테이션 기초

전통 문화 이해

전통 문화 이해

경어 기초

기업 연구 방법

일본어・일본 이해

일본어・일본 이해

일본어・일본 이해

비즈니스 일본어・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일본어・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취직 활동 지원

취직 활동 지원

취직 활동 지원

1년 코스

화

수

목

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코스 내용 소개 1코스 내용 소개 1



1년 6개월 코스 N4 수준 (초급 후반)에 입학

초급Ⅱ
(~3개월)

초중급
(~6개월)

중급Ⅰ
(~9개월)

중급Ⅱ
(~1년)

어느 날 시간표 초급Ⅱ 반

일정 수업 내용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연설 ・퀴즈

문법과 표현 ・ 이해

문법과 표현 ・ 연습

문장 구성 · 이해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청해

문법과 표현 ・ 이해

문법과 표현 ・ 연습

문장 구성 · 연습

사회 견학

사회 견학

사회 견학 되돌아보기

사회 견학

문법과 표현 ・ 이해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청해

문법과 표현 ・ 연습

문장 연습 발전 그룹 워크

일본어 발음/한자 ・어휘/ 연설 ・퀴즈

문법과 표현 ・ 이해

전통 문화 이해

전통 문화 이해

비즈니스 일본어 ・ 커뮤니케이션 취직 활동 지원

일본어 ・ 일본 이해
취직 활동

지원

상급Ⅰ
(~1년3개월)

상급Ⅱ
(~1년6개월)

일본어 ・ 일본 이해

일본어 ・ 일본 이해

일본어 ・ 일본 이해

일본어 ・ 일본 이해

일본어 ・ 일본 이해

비즈니스 일본어 ・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일본어 ・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일본어 ・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일본어 ・ 커뮤니케이션

취직 활동 지원

취직 활동 지원

취직 활동 지원

취직 활동 지원

1년 6개월 코스

월

화

수

목

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코스 내용 소개 2코스 내용 소개 2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린게지 일본어 학교 지원

❶ 일본어 레벨을 올린다

　・JLPT (N1~2) 수준까지 올려보자!

❷ 일본의 비즈니스를 배운다
・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일본 경제 상황을 배워 두자!　

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 해본다
채용 일정에 대한 지침

❹ 희망하는 기업을 찾는다. 설명회에 참가한다

・"합동 설명회"… 호텔과 행사장을 사용하여 하나의 장소에
　많은 기업이 모여 개최되는 설명회입니다. 하루에 많은 
　기업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등록하거나 다름
　설명회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❺ 지망 업계, 기업을 좁혀 간다

❻ 정보를 수집한다
・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유명하기 때문에…" "월급이 높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선택하면 불일치로 인해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좋은" 회사를 찾아 보십시오.

인턴쉽 소개
실제로 취직하기 전에 일본 회사 직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의 관습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취업 활동 스타일 지도
호감이 주는 복장과 행동, 말투 등을 지도합니다.

취직 상담 ・ 조언

이차 면접 ・ 최종 면접 연습

❼ 시험 ・ 면접을 본다

❽ 취직!

자기 분석 · 자기 선전

업계 ・ 기업 연구

제휴 회사에 등록한다

매너 지도

면접 연습

이력서 작성 법 지도

자신의 장단점, 성격, 흥미, 장래의 희망을 말로 적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세 심하게 지원합니다.

어떤 업계나 기업이 있는지, 어떤 직종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몰라도 선생님에게 상담
하면서 정할 수 있습니다.

「Sciseed」（zenken 그룹）
「Originator」（외국인 전문 인력 소개 업체）
등록하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세미나에 
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개념, 약속을 지킨다, 말투, 인사 등, 비즈니스 
매너의 습득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취업 지원 순서취업 지원 순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1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1주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방학 중에는 하루에 8시간까지).

▶ 금지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술집 또는 나이트 클럽등 객석에 동석하여 술을 따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파칭코나 마작점, 성 풍속점, 러브 호텔 등

 ※이런 가게에서는 청소나 요리, 설거지, 전단지 배포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❶ 아르바이트 정보지로 찾는다
　  

❷ 인터넷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로 찾는다 
      

❸ 친구에게 소개를 받는다
      

・二ホン de バイト (nihondebaito)： https://nihondebaito.com/ 

   ※ 엉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 린게지 일본어 학교가 있는 신주쿠역 주변에는 150 이상의 편의점이 있고, 패스트 푸드와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 도쿄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은 932엔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제일 싼 곳(714엔)과 비교하면 218엔이나 비싸다!

　  예) 시급 1,000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일 25시간 일했을 경우, 한달 월급은…. 한 100,000엔/월 입니다(25시간×4주×1,000엔) 

택배물 분류 ― 
시급 1,000엔 ~ 1,100엔 정도

빌딩 청소 ― 
시급 950엔 ~ 1,100엔 정도

식당 설거지 ― 
시급 950엔 ~ 1,100엔 정도

편의점 ― 
시급 950엔 ~ 1,100엔 정도

술집
시급 1,000엔 ~ 1,100엔 정도  

이르바이트이르바이트

무료 아르바이트 정보지가 거리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유학생""도교"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Tokyo

이미 일본에 체류중인 선배들이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도교
Tokyo
도교
Tokyo

도교의 인구는 약 1,350만 명. 그 중 48만 명의 외국인이 도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드는 이 

"도쿄". 쇼핑몰, 극장, 식당, 박물관 등 재미있는 일이 꽉 찬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도쿄 여러가지 No.1!
도쿄가 전국 1 위의 것은?

•  아르바이트 월급 약 1,100엔(시급) 평균

•  외국인 관광객 전체 약 48%(1년)

•  초고층 빌딩 수 약 1,200동

•  전철 노선 수 62노선　

도쿄등 주요 도시의 생활비는 지방에 비하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월급도 비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도쿄의 생활비 월세

 ¥35,000 

교통비
 ¥4,000 

식비
¥30,000 

     광열비
¥4,000 

　전화비
¥7,000 

일용품
¥3,000 

취미 · 오락비
¥8,000 

  학비 등을 위한 저축
¥10,000 

건강 보험료
¥1,000 

3
도쿄의 월세

유학생은 기숙사나 쉐어 하우스라는 숙소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한 방을 여러명으로 공유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서 방을 빌리는 것보다 싼 월세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학교나 전문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같은 국적,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입실 할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학생들이 입국 후 6개월정도는 기숙사에 살고 있다.

•월세 평균 35,000엔/한달

■ 쉐어 하우스 •국적도 직업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생활 하고 있는 이미지. 일본 사람도 많이 이용한다.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 하고 있다.

•월세 평균 50,000엔/한달

■ 아파트 ・맨션 •일본 사람처럼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하고 방을 빌린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같이 방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 할 수 있지만, 가구나 전자제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준비 해햐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인(보증 회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월세 평균 80,000엔/한달

※이 월세에는 공과금과 관리비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지불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도쿄에서는 저렴하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이 많이 있고, 음식점도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1
도쿄의 물가

쌀(5kg）

계란(10개)

우유(1ℓ）

빵(6장)

바나나

햄버거

우동, 소바

카레라이스

1,800엔

210엔

190엔

120엔

100엔

100엔

300엔

500엔

초콜릿 과자

라면(5봉지)

콜라 (500ml)

맥주 (350ml)

휴지 (12 개)

소고기 덮밥

만두 (6 개)

택시 (기본 요금)

90엔

280엔

90엔

180엔

280엔

350엔

240엔

410엔

▶ 주요 제품 및 식사 등의 물가▶ 주요 제품 및 식사 등의 물가

일본 통화는 엔화입니다.

지폐 종류는 

10,000엔, 5,000엔, 1,000엔

동전의 종류는 

500엔, 100엔, 50엔, 10엔, 1엔

현금이 일반적이지만,  IC 카드,

신용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by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