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학기 일본어 집중 강좌 공지
10일 동안 일본어를 함께 공부합니다.
재해 시 사용하는 일본어도 공부합니다.
일정：８월１９일（월）～８월３０일（목）

초급 클래스（I、II、III、Ⅳ）
중급 클래스（Ⅴ）

※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

마쓰야마시에「폭풍경보」 혹은 「호우경보」가 발표 되었을 때는 쉽니다.

※

재해 시 사용하는 일본어도 공부합니다.

시간：오전
오후

１０:００부터１２:１０까지（I、II、III）
１３:３０부터１５:４０까지（I、IV、V）

※단、８월３０일（목）의 수업은 １０분

정도 단축됩니다.

※테스트 및 인터뷰 결과로 참가하는 반이 정해집니다.
장소：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ＥＰＩＣ）
http://www.epic.or.jp/access/index.html
대상：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의 에히메현 내 거주자
수강료：１，０００엔

※８월１９일（월）에 걷습니다.

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７월 ３１일（수）까지 ＥＰＩＣ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８０％ 이상 출석한 분에게는、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클래스Ⅰ은 오전과 오후 2개 반이 있으나, 수업 내용은 같습니다.
1명당 1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해주십시오.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반 배정 테스트 및 인터뷰(면접)를 실시해 주십시오.
（１）,（２）,（３）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１）개인 레슨을 받는 ＪＡＳＬ의 선생님으로부터 받는다.
（２）다음 날짜 중에 ＥＰＩＣ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７월２５일 (목）、７월２６일(금）、７월２７일（토）、８월１일（목）
１０:００부터１４:００까지

(테스트는 약 １시간 정도 걸립니다.)

（３）올해 방일하는 신규ＪＥＴ참가자
신청서（겸 설문 조사）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８월９일（금)까지 ＥＰＩＣ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한 참가자는 ８월１６일(금)１６：００부터（에히메현청에서 열리는
신규ＪＥＴ청년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현청 안 회의실에서 반 배정
테스트(필기)와 인터뷰(면접)를 받아주십시오.

에히메현국제교류센터（EPIC) TEL 089-917-5678 FAX 089-917-5670

여름학기 일본어 집중 강좌 수강신청서
Application for Summer Intensive Japanese Course
후리가나

성별
Gender

이름

□ 남
□ Male

□ 여
□ Female

Name
나이

국적

Age

Nationality
〒（

－

）

주소 Address
전화번호

FAX번호

Phone

FAX

이메일
＠

E-mail

※편성된 반을 안내하오니,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직업 Occupation
□중국귀국자 및 그 가족

□유학생（학교명：

□난민 및 그 가족

□유학생의 가족

□연수생、기능실습생

□일본 취업이 목적인 자 및 그 가족

□일본계 교포 및 그 가족

□워킹홀리데이

□일본인 배우자 및 그 가족

□관광이나 친지방문등에 의한 단기체류

□그 외（

）

모국어

기타 가능 언어

Native Language

Other languages

70％이상 출석

）

Is 70% attendance -

□ 가능 Likely?
□ 불가능 Unlikely?

희망 클래스（클래스 1만 해당）

Requested Session

□ 오전 (10:00～12:10）

Morning Session

□ 오후（13:30～15:40)

Afternoon Session

□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Either session will be OK.
※테스트 결과 등에 의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vailable times will vary based on class placement.

설문 조사
Ｑｕｅｓｔｉｏｎｎａｉｒｅ
１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When did you come to Japan?

（

）년（ ）월
／
(yy/mm)

２ （１）처음 방문입니까?
Is this your first visit to Japan?

□ 예
□ Yes

□ 아니오
□ No

（２）처음이 아닌경우, 어느 정도 일본에 있었습니까?
If not, how long were you here previously?
（
（

）년 （ ）개월간 （
）년（
）year（ ）month from

）월부터 （
）년（
）월까지
/
(yy/mm) until
/

３ （１）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studied Japanese?

(yy/mm)

□ 예
□ 아니오
□ Yes
□ No

（２）얼마나 일본어를 공부했습니까?
If so, for how long?
（ ）년（ ）개월간 （ ）년（ ）월부터（ ）년（
（ ）Year（ ）month from （ ） until （

）월까지
）

（３）교과서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몇 과까지 마쳤습니까?
What kind of textbooks did you use and how far did you study?
(
)
예) 『민나노 니혼고 초급Ⅰ』 １～２５과
ex. "JAPANESE FOR BUSY PEOPLE" : BOOK 1, Lesson 1～25
４ （１）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습니까?
Can you read HIRAGANA?
□ 읽지 못한다 □ 조금 읽을 수 있다.
□ 읽을 수 있다
□ No
□ a little
□ can read with ease
（２）한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Can you read Chinese characters (KANJI)?
□ はい
□ いいえ
□ Yes
□ No
읽을 수 있다면, 몇 자 정도의 한자를 읽을 수 있습니까?
If so, about how many KANJI can you read? (
)
５ 간단한 일상회화가 가능합니까?
Can you carry on a daily conversation in Japanese?
□ 예
□ 아니오

□ Yes

□ No

６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되도록이면 일본어로 적어 주십시오.）
What is your purpose for studying Japanese? (Please write in Japanese if possible.)

７ （１）과거에 ＥＰＩＣ의 일본어 집중강좌를 수강한적이 있습니까?
Have you attended an EPIC Intensive Japanese Course or Evening Japanese Classes
before?
□ 예
□ 아니오
□ Yes
□ No
（２）언제 수강했습니까? If so, when?
○일본어 집중강좌
Intensive Japanese Course
□□□□년경 여름학기
／ □□□□년경 봄학기
Year (
), Summer ／ Year (
),Spring
（３）그 당시 수강한 클래스는? What class were you in?
○일본어 집중강좌
Intensive Japanese Course
□１ □２ □３ □４ □５
８ （１）현재、ＪＡＳＬ의 일본어 개인 레슨을 받고 있습니까?
Are you taking JASL private Japanese lessons?
□ はい
□ いいえ
□ Yes
□ No
（２）받고있는 경우,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If so, what is your teacher's name?
（
）

９ 반 편성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받겠습니까? （１）~（３） 중 선택해 주십시오.
Please indicate how you wish to take the placement test.
□（１）ＪＡＳＬ의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님께 받겠다.
I will take the placement test from my JASL teacher.
□（２）ＥＰＩＣ에서 테스트를 받겠다.I will take the placement test at EPIC.
□７월２５일（목）
July 25th, Thu
시간 Time

□７월２６일（금）
July 26th, Fri
시간 Time

□７월２７일（토）
July 27th, Sat
시간 Time

［
］
□８월１일（목）
August 1st, Thu
시간 Time
［

［

］

［

］

］

（주의）테스트받는 인원이 많을 경우、희망하는 시간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here may be some changes in the test times if there are too many examinees
in one class.
□（３）신규ＪＥＴ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때 테스트를 받겠다.
I will take the placement test at the NEW JET orientation.
１０ 이번 집중 강좌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What kind of Japanese skills would you particularly like to study in this intensive
course?
□ 독해
Reading
□ 작문
Writing
□ 청해
Listening
□ 회화
Speaking
□ 기타
Other

１１ 희망하시는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ば し ょ

に ほ ん ご

つか

예）いろいろな場所で、日本語を使いたい。(다양한 장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싶다.)
にほんじん
か ち か ん
べんきょう
日本人の価値観を勉強 したい。(일본인의 가치관을 공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