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ＭＣＡ 미쯔미네커리어아카데미 일본어코스 
 
 
 
 
 
 
 

☆유카타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 

2017년 6월 30일(금) ～ 7월 31일(월) 
 

✿대상✿ 
18세 이상(18세 미만인 경우 N5이상의 레벨일 것) 
 

✿일본어 레벨✿ 
초급～상급 
기본적으로는 같은 레벨의 기존클래스(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집 마감✿ 
  5월 12일(금) 
※단, 정원이 20명이 되는대로 모집을 마감합니다. 
 
✿비용✿ 

180,000엔(기숙사 보증금 5,000엔 포함) 
※기숙사 퇴실 후 열쇠 반환, 방 청소 등을 확인한 후, 기숙사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비용에 포함되는 것＞ 
등록금, 학비, 교재비, 과외활동비(교통비 포함), 기숙사비(2～3인실), 
수도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이불대여요금, 학교와 기숙사간의 정기권(7/1～7/31분), 
공항마중요금, 공항과 기숙사 간의 교통비(입국은 6월 30일 또는 7월 3일 14시 
전후에 도착하는 항공편일 것. 새벽 또는 심야편일 경우 별도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귀국은 7월 31일) 

※학교 기숙사가 만실일 경우 다른 기숙사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항공비, 식비, 생활비, 여행보험료 등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은 학비 90,000엔 
(기숙사비, 공항마중요금, 정기권 제외) 

 
✿주의사항✿ 
・기숙사 이용을 연장하길 희망하는 경우 1일 3,000엔의 추가요금이 필요합니다. 
단, 기숙사 퇴실은 8월 4일(금)까지로 합니다.  

 

✿연락처✿ 
미쯔미네 커리어 아카데미 일본어 코스(MCA) 

주소 : 東京都新宿区北新宿
도  쿄  도  신 주 쿠 구  키 타 신 주 쿠

4-1-1 第 3山廣ビル 4Ｆ 

TEL : 03-5332-9332        FAX : 03-5332-9331 
URL : http://www.mcaschool.jp        E-MAIL : info@mcaschool.jp 
 



✪✪✪✪✪일정표✪✪✪✪✪ 
2017.4.14 

 오전(9：00～12：30) 오후 

6/30(금) 일본 도착(공항 마중) → 기숙사 입실 

7/1(토) 자유 활동 

7/2(일) 일본어능력시험(JLPT)            자유 활동 

7/3(월) 10:00～ 레벨테스트  

7/4(화) 자유 활동 

7/5(수)  14:00～ 오리엔테이션 

7/6(목) 일본어 수업  

7/7(금) 일본어 수업 13:00～ A① 우에노(박물관)･아사쿠사 관광 

7/8(토) 자유 활동 

7/9(일) 자유 활동 

7/10(월) 일본어 수업  

7/11(화) 일본어 수업 C① 봉오도리 강습회 

7/12(수) 일본어 수업 12:45～ B①스시 만들기 체험 

7/13(목) 일본어 수업  

7/14(금) 8:30～ A② 디즈니 리조트(랜드 또는 씨 선택) 

7/15(토) 자유 활동 

7/16(일) 자유 활동 

7/17(월) 휴일(바다의 날)                  자유 활동 

7/18(화) 일본어 수업  

7/19(수) 일본어 수업 13:30～ B② 다도 체험 

7/20(목) 일본어 수업 17:30～ C② 봉오도리 

(신바시 코이치 마츠리) 

7/21(금) 8:30～ A③ 가마쿠라･에노시마 관광 

7/22(토) 자유 활동 

7/23(일) 자유 활동 

7/24(월) 일본어 수업 13:30～ B③ 서도 체험 

7/25(화) 일본어 수업  

7/26(수) 일본어 수업 C③ 카츠시카 불꽃놀이 

7/27(목) 일본어 수업  

7/28(금) 귀국준비 13:00～ 수료식&송별회 

7/29(토) 자유 활동 

7/30(일) 자유 활동 

7/31(월) 기숙사 퇴실(귀국) 

※경우에 따라 과외활동(A①～A③), 문화체험(B①～B③), 자유참가 이벤트(C①～C③)의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