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의 규약은 IAY단기 일본어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이들 규약을 잘 읽으시고 이해�납득하신 후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1.신청  

1.1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여권복사본을 얼굴사진（4.5cm×4.5cm）1 장과 함께 

송부하여 주십시오.  

1.2 신청은 국내재주자와 해외거주자로서 A그룹에 속한는 자는 희망코스 개시일 6 주전, 

B 그룹에 속하는 자는 2 개월전을 신청마감일로 합니다. 단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맞는 레벨의 클래스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 

1.3 단기코스는 2주 이상, 2 주 단위로 장기편입코스는 4 주 이상, 4 주 단위로 신청해야 

됩니다.(장기편입코스는 별지 카렌더 상의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4주간 입니다) 

1.4 수강기간중에 공휴일이나 학교의 휴일이 있더라도 일수계산에 의한 학비의 반환은 

없습니다.(장기휴가는 제외) 

 

 

 

 

 

 

 

 



A 그룹 B그룹 

싱가폴 

한국 

타이완 

미국 

캐나다 

필랜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트갈 

마케도니아 

마르타 

모나코 

라트비아 

리트아니아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터키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수리남 

칠레 

도미니카 

바하마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멕시코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그리스 

크로아티아 

키브로스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튀니지 

모리셔스 

레소트 

A그룹 이외의 나라  

 

2.참가연령  

2.1 참가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3.수강료및 그 밖의 비용과 지불  

3.1 IAY 는 필요사항이 전부 적혀 있는 신청서와 필요서류（얼굴사진 1장�여권복사본） 

를 수령한 후 예약확인과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3.2 청구서에 제시되어 있는 총액을 IAY 의 지정구좌에 송금하여 주십시오.송금 수수료 

는 학생의 부담으로 합니다.  

3.3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는 교과서비 또는 개인레슨, 프렌즈코스의 30 레슨 미만의 

레슨료를 제외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비 

용의 5%가 수수료로 가산 됩니다.  

3.4 해외거주자의 경우 수강료 및 기타 비용 등은 국제전신송금(은행불입) 또는 상기 

조건에 준한 신용카드로의 지불이 됩니다.(단 일본국내의 관계자 등에게 대리지 

불을 부탁하는 경우는 제외) 

3.5 지불은 늦어도 코스개시일 1 개월전까지는 완료 하여 주십시오.  

3.6 수강일이 1 개월이내의 분은 수업료등을 은행송금으로 지불하신 후 본인의 영수증 

을 IAY 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3.7 수업료 기타 비용지불은 1 년을 넘지않는 기간의 경우 일괄전납지불 또는 반년씩의 

분납이 됩니다. 

은행명 北海道銀行本店 

은행주소 
우편번호 060-0042 

日本国 

北海道札幌市中央区大通西 4 丁目 

구좌명 인터내셔널아카데미 

구좌명의인주소 
우편번호 060-0061 

日本国 

北海道札幌市中央区南 1 西 4 日之出ビル 

구좌번호 0178706 

 

4.비자  

4.1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출발전에 각자 취득하여 주십시오. 또한 비자취득에 관하여 



서는 IAY 는 입학허가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전에 각국의 

일본 영사관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4.2 비자신청에 관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여 주십시오.  

 

5.수강료및 그 밖의 요금 변경  

5.1 IAY 가 수강료및 그 밖의 요금을 변경할 때는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 

됩니다.  

 

6.홈스테이 

6.1 홈스테이는 호스트페밀리의 수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2 홈스테이규약(별도표기)에 동의한 후에 신청해 주세요. 

6.3 홈스테이규약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거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체재방법의 변경  

7.1 코스개시후 체재방법을 변경하실 때는 프로그램디렉터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주십 

시오.  

7.2 숙박시설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숙박예정일로부터 1 개월 이전에 연락하 

여 주십시오.  

7.3 이 연락이 늦은 경우, 예약하신 분에게 숙박시설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IAY 에 

있습니다.  

7.4 변경 또는 취소에 드는 비용은 각자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할 권리가 

IAY 에 있습니다. 

a) 홈스테이 취소의 경우 

a-1) 입주전(비용지불전)  없슴 

a-2) 입주전(비용지불후)  지불한 비용의 50%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a-3) 입주후(비용지불후)  지불한 비용의 75%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b) 학생회관, 호텔, 유스호스텔, 위클리맨션 등의 취소의 경우 

b-1) 입주전의 경우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b-2) 입주후는 원칙적으로 일절반환되지 않습니다.  

 

8.신청내용 변경(신청내용의 변경의 경우 희망대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8.1 코스 신청자가 신청코스의 내용（코스타입, 개시일, 종료일）을 변경할 경우, 신청 

하신 코스개시일의 1 개월이전이라면 처음 변경에 관해서는 무료입니다. 두번째부 

터는 변경수수료가 1 회에 5,250 엔이 필요합니다.  

8.2 신청하신 코스개시일의 1 개월이내에 신청코스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수수료가 1 

회에 5,250 엔이 필요합니다.  

8.3 변경에 드는 비용은 각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IAY 는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9.취소, 수강취소와 그 통지  

9.1 신청하신 강좌를 수강하실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소를 접수받습니 

다.  

 

a-1) 수강취소의 통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면으로 해약연락이 도 

착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a-2) 코스개시일로부터 1 개월이상전에 수강취소를 하실 경우, 수업료및 그 밖의 요금 

전액에서 10%를 수수료�해약료로서 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a-3) 코스개시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수강취소를 하실 경우, 수업료및 그 밖의 요금 전 

액에서 20%의 수수료�해약료를 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a-4) 학생이 일본입국을 거절당하였을 경우 학생은 그 이유를 증명하여 IAY 가 인정한 

경우는 수업료및 그 밖의 요금의 전액에서 10%를 수수료�해약료로서 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a-5) 코스개시일로부터 1 주이내에 코스취소를 할 경우, 수업료및 그 밖의 요금 금액에 

서 50%의 수수료�해약료를 제한 후 잔액을 학생에게 반환합니다. 

a-6) 코스개시일로부터 1 주일이 경과된 뒤 코스취소를 하실 때는 수업료및 그 밖의 

요금의 반환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9.2 상기 a-1 에서 a-6 까지의「수업료 및 기타비용」의 「기타비용」에 숙소이용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소의 취소에 관해서는「체재방법의 변경」에 별도표기. 

상기의 취소요금은 비용지불확정 후에 적용됩니다. 

9.3 숙소수배수수료 또는 문화강좌수강료는 비용지불 후에는 어떤 경우(이유)에도 반환 



하지 않습니다. 

9.4 취소에 의해 IAY 가 학비등을 반환할 때 드는 송금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 

로 합니다.  

9.5 통지를 받은 후 통지계약 성립후 30 일이내에 반환합니다.  

 

10.늦은 입국, 결석  

10.1 신청자는 코스개시일전에 입국하여 주십시오.  

10.2 코스개시일까지 도착하실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IAY 에 연락하여 주십 

시오.  

10.3 입학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와 수업기간중의 결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반환은 없습니다.  

10.4 결석기간을 코스의 연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학교휴일�공휴일  

11.1 국가의 공휴일은 휴강으로 합니다.  

11.2 그 외에 골든위크�추석�연말연시등 학교가 휴강을 하는 휴일이 있습니다.  

11.3 학교가 지정하는 휴일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4 월요일이 휴일 또는 국가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개시일은 화요일로 합니 

다.  

 

12.건강증명  

12.1 알레르기와 건강상의 문제는 사전에 알려 주십시오.  

12.2 참가하시는 분의 심신상태가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고 IAY 가 판단한 경우 퇴 

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13.1 교통비, 여행비, 의료비등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수업시간  

14.1 단기코스：1레슨 50 분, 1 일 3레슨, 1주간에 5 일 이루어집니다. 

장기편입코스：1레슨 45 분, 1 일 4 레슨, 1 주간에 5 일 이루어집니다.  

 

15.정원  

15.1 단기코스 : 1 클래스 2 명�8 명의 소수인원제 입니다. 단기코스는 동기간에 

동일레벨 의 학생이 2 명 이상이어야 개강됩니다. 

장기편입코스 : 1 클래스 15 명�20 명. 장기편입코스는 레벨이 동일하고 클래스의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16.클래스편성  

16.1 신청서에 수강자본인이 기입한 일본어학습기간, 레벨앙케트, 사전 클래스편성 

테스트의 결과로 잠정적인 수강레벨이 정해집니다.  

16.2 최종적인 클래스편성은 입학일에 클래스편성테스트를 본 후 자신의 레벨에 맞는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16.3 신청하실 때의 레벨과 개강당일의 테스트 결과가 크게 다를 경우 가능한한 수강 

자에게 적절한 레벨로 변경합니다.  

16.4 도착후 레벨이 맞지 않아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 개인레슨 또는 그외 

의 클래스를 수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5 사정에 의해 1클래스의 수강자가 2 명 미만이 된 경우 2명 미만이 된 날로부터 최 

장 2 주간까지는 그 클래스에서의 수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2 주가 경과하면 그외 

의 클래 스에서의 수강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규칙  

17.1 일본어 단기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본 학교의 규칙에 따르도록 합니다.  

 

18.코스수료증 

18.1 출석률 90%이상으로 코스를 종료하는 학생에게는 코스수료증을 발행합니다.  

 

19.변경  

19.1 IAY 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코스개시일, 커리큘럼, 프로그램, 요금설정등을 예고 

없이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20.면책사항  

20.1 일본어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만일에 대비하여 해외여행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주십시오. IAY 는 체재중의 사고 질병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1.수강자의 의무  

21.1 수강자는 일본입국및 체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21.2 IAY 는 수강자가 합법적인 입국및 체재허가를 받은 자라는 전제하에 신청을 받습 

니다.  

21.3 수강자는 각자의 책임에 있어서 임의로 필요한 상해보험�화재보험�가재보험 등 

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IAY는 일절 보험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1.4 수강자는 학내�교실및 숙박지에서 제각기 정해진 여러 규정을 엄수할 의무가 있 

습니다.  



21.5 법률�각종 규정을 어긴 경우의 퇴학에 의한 학비등의 반환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 

서도 하지 않습니다.  

 

22.IAY 의 책임  

22.1 IAY 는 천재�테러등의 불가항력 또는 책임 범위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2.2 수강자본인의 개인적 이유로 전 수업 혹은 일부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수 

강자에게는 수업료의 지불반환과 수강기한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3.적용되는 법률과 재판  

23.1 이러한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은 일본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3.2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는 삿포로가 재판지로서 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