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1983.

KCP설립

1988.

법무성동경입국관리국에 의해 취학생 입학 인가
교명을 「KCP인터내셔널어학연수원」으로 변경

1989.

KCP KOREA 설립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인정받음(관보공시)

1991.

『일본기초문제집 전6권』 출판 (전문교육출판)
자매교 「재팬후지인터내셔널스쿨」의 운영개시

1993.

신주쿠캠퍼스 신설(요츠야 4초메)

1995.

KCP USA 설립

자매교 「재팬후지인터내셔널스쿨」 아카바네에서 신주쿠캠퍼스로 이전
                  세이센여자대학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KCP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96.

미국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1997.

미국 University of Idaho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도전하는 여러분을 전력을 다해 응원합니다.

1998.

미국 Lincoln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1999.

『1일 15분 한자연습 초급~초중급편 상・하권』 출판 (아르크)

2000.

KCP CHINA 설립
토요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2001.

KCP 일본어교사 양성강좌 개강
세이가쿠인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메이카이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KCP의 3가지 약속

신교사 이전(신주쿠 1초메)
2002.

1
2

하드/ 소프트의 양면에서 항상
최고 레벨의 일본어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인 진학상담을 실천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연합CCIS에 가맹
가쿠슈인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미국 티칭어시스턴트 파견프로그램 개시

2003.

미국 New Mexico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2004.

미국 Idaho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2006.

미국 The College of New Jersey와 학점인정프로그램 개시
학교법인 KCP학원 허가, 「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 설치 (교명변경)

                  자매교의 교명을 「재팬후지인터내셔널스쿨」에서 「재팬후지공생일본어학교」로 변경
2007.

KCP MALAYSIA 설립
KCP TAIWAN 설립
『Virtual Hiragana Class in One Week~DVDで学ぶひらがな一週間~』출판 (凡人社)

3

타이토분카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개시

학생의 다양한 목적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08.

자매교 교명을 「재팬후지공생일본어학교」에서 「KCP공생일본어학교」로 변경
문부과학대신지정 준비교육과정 개시
KCP이케부쿠로기숙사 준공 (창립25주년 기념사업)

2009.

미국 Elizabethtown College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미국 Norfork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 이사장 인사

2010.

KCP THAILAND 설립

2011.

KCP VIETNAM 설립

                  『1일 15분 한자연습 초급~초중급편 상・하 태국어, 베트남어 대응판』 출판(아르크)
종합일본어과정 대학원진학코스 설치, 미술교실 신설
KCP는 도전자로서 항상 세계와 대면하며, 젊은이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기울

2012.

여왔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힘이 되는 것은 KCP의 존재이유이

『1일 15분 한자연습 중급편 상・하』 출판(아르크)

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활약무대인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달리 보다 복잡하고 한층

미국 Missouri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2013.

중국 장춘외국어학교와 자매교 체결

2014.

신교사 준공 (창립30주년 기념사업) 「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와 「KCP공생일본어학교」  통합

미국 Indiana State University와 학점인정 프로그램 개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외국어 / 이문화 이해 / IT기능의 3가지 분야에서 [기초체력]을 제대로

미술계대학・대학원 진학코스 설치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현명함과 세계가 안고 있
는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높게
학교법인 KCP 학원
KCP 지구시민일본어학교
KCP 일본어교사양성강좌

이사장

木下

卓輔

보다 멀리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꿈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부디 도전을 계속해 나아가는 용
기, 좌절하지 않는 인내력, 그리고 최후까지 도전하는 실행력을 발휘해주세요.
KCP는 꿈의 실현을 위해 오는 여러분의 진지한 눈동자와 정열에 대해 전력을
다해서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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ＫＣＰ가 신뢰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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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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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일본어교육

다국적 교실에서
쌓아가는 국제 감각

한사람 한사람의 꿈을
실현하는 커리큘럼

최고의 환경에서
최대의 학습효과

문화체험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

뚜렷한 실적이 있는
신뢰받는 교육기관

KCP에서는 예년 일본유학시험(EJU)에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학능력만은

대학진학•대학원진학•미술계대학 및

도서실, IT룸, 미술실, 진학 상담실 등 학

일본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일본의 전통

KCP는 학교법인으로 공공성이 높은 교육기

서 전국최고득점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대학원진학•준비교육 등을 위한 코스와

습효과를 높이는 각종 시설과 함께 다도

행사와 학생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관입니다. 자국에서의 교육과정이 12년 미

KCP의 수준 높은 일본어 교육은 이미 정

넓은 시야와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입니

전문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 일본정원, 학생 라운지 등 휴식할 수

학교행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클럽활

만인 사람을 위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지정

평이 나 있습니다. 학습자의 [배우고 싶

다. 어느 한 나라에 구애 받지 않고, 세계

종합적인 일본어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있는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등 공부 이외에도 즐거운 프로그램이

받은 [준비교육과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라는 마음을 소중히 하면서 일본어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키웁니다.

을 위한 코스가 있습니다. 중급부터는 선

캠퍼스가 있는 신주쿠교엔 주변은 교통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연결된 나

또한 미국 대학 제휴, 일본어교사 양성강좌

교육의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 다국적 학생이 모인 KCP에서는 수업에

택수업도 시작하므로 꿈의 실현에 한 발

이 편리하면서 안락한 분위기로 학습에

라와 세대를 초월한 인적 네트워크는 평

설치, 일본 대학의 교육실습생 실습 등 교육

KCP의 긍지입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 다가갑니다.

도 생활에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생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기관으로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E J U전

국최고득 점자 배 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도전해 나아가 는

KCP의 차세대 교육

회화에 특화된 실천적 영어교육

제3외국어 중국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에서 활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영어. 일본어와 영어 회화가 가능한 것으로도 진학과

세계인구 5명중 1명이 중국어를 말한다고 할 만큼 현대

KCP에서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 습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KCP에서는 [살아있는 영어]를 [즐겁게] 배웁니다.

는 점점 중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P에

득을 지향하고 컴퓨터 활용능력교육을 강화합니다. 컴

서는 중국어를 주된 어학교육 중의 하나로 수업을 하고

퓨터로 일본어 입력하기, 필수적인 워드문서 작성, 엑

있습니다. 기초에서 응용까지 수준 높은 네이티브 강사

셀을 활용한 통계처리나 그래프 작성, 파워포인트를 사

가 지도해 왔습니다.

용한 프레젠테이션 등 진학

일본어+영어+중국어+ 모

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은 온라인연습과 실전연습을 합쳐서 효과적인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모국에서는 어려웠던 영어도 KCP에

국어, 4개국어가 가능한 글

PC의 기본기를 연마합니

서 공부한다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개의 외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장래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합니

다.

네이티브강사와 함께하는
회화중심수업

충실한 내용의
온라인 연습

주 : 레벨 등에 따라 수업내용이 다릅니다 . 강좌 조건 등의 상세는 모집요강을 봐주세요 .

4

네이티브스피커와의
실전연습

다.

5

２０１４년４월

● 학교위치와 교통

ACCESS
MAP

KCP주변에는 녹음이 푸르른 신주쿠교엔, 초등학교•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오피
스빌딩, 집합주택이 즐비한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입니다. 또한 신주쿠의 최고 번

신교사
완공！

화가까지 도보 1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통학과 쇼핑에도 편리합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원서를 보내거나 하는데
편리.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은행의
ATM도 있습니다.
2015년 9월말 완성예정인 초
고층빌딩. 대규모 슈퍼와 공원
등을 병설.

●토미히사크로스
학생들도 자주 이용하는100엔숍.
빵도 야채도 100엔에 살 수있습니다.

야스쿠니도오리
   100엔 로손 ●

●
편의점

● 편의점

● 요시노야

우체국●
하나조노
히가시공원

● 토초우지

초젠지
  ●

오키도사카시타
교차로

하나조노
●의원
하나조노도오리

NEW
CAMPUS

가이엔니시도오리

● 스키야

감기 기운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조노
의원으로. 일본어가 서툰 친구들은 사무
국 스태프가 동행해서 통역해 드립니다.

편의점 ●
신주쿠교엔마에
2번출구

약국●

FedEx
Kin ko's
국제FAX ●

규동체인점 입니다.

● 편의점

● 은행

분게이샤 ●

신주쿠도오리

쾌적한 학습설비, 일본문화 체험도 가능한 새로운 캠퍼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서실

라운지 ・ 옥상공원

진학 지도실

입학식, 졸업식 및 대학진학설
명회 등 다양한 학교 행사 진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가능.
청해용 부스 완비, 최대 100석.

밝고 넓은 공간으로, 세계의 친
구들과 교류.
맑은 날에는 옥상에서 휴식!

대학, 대학원 자료가 충실. 친절
한 개별지도.

신주쿠1초메교차로

요츠야4초메

교차로

● 요츠야구민센터

신주쿠교엔마에

강당

● 편의점

1번출구

● 국제교류기금
     JFIC라이브러리

●
신주쿠교엔
오오키도몬

● 신주쿠교엔
하루 이용객이 300만명인 거대역「신주쿠」에
서 2정거장 떨어진  「신주쿠교엔」에서 KCP까
지 도보 3분.

아르바이트 ・ 취업지원실

교실

아르바이트나 취업처를 찾고 있
는 학생에게 1 : 1 대응.

방음과 음향을 배려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 진행.

7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요리교실도 이곳 11
층의 조리공작실에서 합니다.

다도실 ・ 일본정원
다도, 화도(꽃꽂이), 고토 연주 등 일본문화의 진수를 체험.
물 · 흙 · 바람을 느끼며 12가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

도심에 펼쳐진 광대한 공원.
벚꽃의 명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KCP는 매년
하나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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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서포트 체제

School Life

정성을 다하는 교육의 프로들이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응원합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충실하게 할 활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연간 스케줄

● 클럽활동

KCP에서는 1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학습과 연동되

공부에 지쳤을 땐, 클럽활동으로 Refresh!

는 이벤트는 물론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생활이나 습관에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일본만의 특별한 문화 체험 등 여러

익숙할 수 있게 합니다.

가지 클럽활동이 있습니다.

● 다도 클럽

2 0 1 3 년 도 (예 )

일본의 다도를 배우고, 학기 마지막 수

4

●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피난훈련

5

● 단오의절구
● 중간고사
● 바비큐

업에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초대해
서 다과회를 엽니다.

Apr

하나미

● 고토 클럽

May

일본의 전통악기인 고토를 KCP의
선생님께 배웁니다. 졸업한 후에도

KCP, Always by your side
학생이 언제나 미소 짓는 학교이고 싶습니다 .

6

● 일본유학시험(제1회)
● 기말고사

있습니다.
단오의절구

Jun

7

고토를 배우러 오는 선배들도 많이

● 칠석
● 일본어능력시험(제1회)
● 대학진학설명회

● 신문 클럽
1 ~ 2개월에 1번 KCP신문을 발행

Jul

합니다. 취재, 기사작성, 사진촬영,

KCP의 개성 넘치고 경험 풍부한 베테랑 선생님과 사무직원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활기차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8

● 스피치콘테스트
● 중간고사
● 여름방학

9

● 건강진단
● 전문학교페어
● 기말고사

전 직원이 연대하여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지도를,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하는
친밀한 서포터를 약속합니다.
가족에게
리포트

학습
지원

걱정이 있을 때도, 생활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도, KCP의 직원실은 항상

10
생활
지원

취직
지원

● 피난훈련
● 운동회

다.

학생

● 보란티어 클럽

11

● 중간고사
● 일본유학시험(제2회)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모금활

운동회

동이나 약을 살 수 없는 어린이들
에게 백신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Nov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강 실시
문법, 발음, 청해 등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고

12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쉽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월반도 적
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직원실로 와 주세요.

아르바이트
지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면담
매 학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시간을 정해 면담을 합니다. 그동안의 학습으로
달성 가능한 부분, 앞으로 분발해야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확인합니다.

진학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정기시험 성적을 희망하는 가족께 시험 성적과 생활면에 관해 교사로부터의 코
멘트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와 모국의 가족이 일체된 학생지원을 지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일본어가 어려워서 구하지를 못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정보소개부터 면접연습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지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정했습니다.

취직 지원
일본에서 취직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직업을 찾는 방법부터 이력서 작성법, 그것
을 보낼 때의 메일 작성법, 모의면접까지 세심하게 지도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제2회)
● 기말고사

Dec

버스여행

● 축구 클럽
일요일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1

가족에게 리포트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 아프다 등 곤란할 때
는 언제든 상담해 주십시오. 사무국 스태프나 학급의 선생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비자 갱신도 책임지고 지도합니다.

식에서는 매회 박수 세례를 받습니

Oct

베트남어에 뛰어난 각국 담당 스태프가 있으므로 일본어가 유창하지

생활 지원

전통적이지만 신선한 요사코이소
란 댄스. 스피치 콘테스트나 졸업

일본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학습 지원

● 요사코이소란
클럽
스피치 콘테스트

Sep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 만듭니다.

Aug

KCP에 입학한 여러분이 충실한 유학생활을 보내고,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고 기쁨입니다.

KCP의 직원실에는 언제라도 학생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디자인 등 학생들이 협력해서 신문

바비큐

● 요리교실

이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유학생
팀 대회 등에도 참가합니다.

Jan

2

● 절분
● 중간고사
● 버스여행

절분

클럽활동은 많은 친구들
과 사귈 수 있어서 즐거
워요~신입생 여러분도
꼭 참가해주세요!

Feb

3

● 히나마츠리
● 졸업식
● 기말고사

Mar
졸업식

8

9

종합일본어과정

● 레벨과 내용

● 2년 코스
● 1년 9개월 코스
● 1년 6개월 코스

● 일상회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초급

KCP의 일본어수업은 진학, 취업한 졸업생들로

학생들끼리 인터뷰와 프레젠테이션, 드라마 풍의 회화를 만들고 연기하는 등 즐겁고 다채로운 활동으로 [살아있는 일본어]를 지향합니다. 또한 동시에 발
음지도와 표기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도 KCP의 특징으로 초급을 통과한 사람은 중급부터 종합적인 실력이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일본어과정은 일상회화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진학, 취직에 필요한 고도의 일본어까지 학습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KCP만의 방식과 열정 넘치는 강사진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

レベル1

レベル2

レベル3

초급전기

초급후기

초중급

● [외국인의 일본어]를 탈피하여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중급

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신문이나 뉴스, 소설이나 드라마 등의 일본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휘, 문법이나 테크닉을 몸에 익혀갑니다. 또한 매일 1분간 스피치와
토론회 등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기분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실천연습을 반복합니다. 동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장력도 기릅니다. 문장
에 약한 사람도 바르게 쓸 수 있는 요령을 지도 합니다.

[KCP의 수업레벨의 수준은 대학 이상!] [재학생 때는 솔직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KCP의 수업을 받아
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네이티브와 같은 일본어 실력을 목표로 합니다.

프라이빗 레슨

입학에서 상급까지 발음지도를 철저히 하고, 일본인 게스트와의 회화, 드라마나 잡지
등 살아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네이티브와 견줄 정도의 일본어실력을 몸에 익힙니다.

비즈니스나 가족체제 등으로 일본에 온 분으
참가가 어려운 분, 단기간에 실력을 높이고

미니드라마 작성이나 일본인 게스트와의 회화,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 사회견학 리

도 가능합니다. 가볍게 학교로 문의해 주세

포트 등 즐기면서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활동이 무궁무진합니다.

요.

상급

중급전기

중급후기

신문이나 소설, 드라마, 뉴스 등을 교재로 선택하여 일본의 문화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깊게 파고들어 갑니
다. 각 국에서 모인 반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사고력, 진정한 의미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해 갑니
다.

レベル6

싶은 분 등을 위한 개인레슨, 소수그룹레슨

● 이해할 때까지 철저지도

レベル5

●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일본어를 익힌다

로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코스에

●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발전의 지름길

レベル4

상급전기

レベル7

MS1~

상급후기

최상급

※ 3개월에 1레벨씩 올라갑니다.

기업연수

※ 레벨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실력에 맞는 반부터 시작합니다.

방과 후의 개별 발음 체크나 매일 매일 숙제, 단작문에 대한 정성스런 첨삭으로 약점극
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공부에 자신이 없다는 학생에게는 수업 외로 이해할 때까지 알
려줍니다.

기업연수의 하나로 일본어 수업을 검토하고

● 목적별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실적≫

고 싶은 사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수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한국 대사관 ● 러시아 대사관 ● IＢＭ
● 동방아그로  ● 대우 ● ＰＯＳＣＯ 등等

≪선택수업 과목 예≫
● 일본어능력시험대책    ● 드라마 청해    ● 뉴스 청해    ● 비즈니스일본어    ● 발음회화클리닉
● 노래로 아는 일본    ● 동경에서 할 수 있는 지방여행    ● 가까운 과학 등

  9 ： 00 ～  9 ： 45

2교시

  9 ： 45 ～ 10 ： 30

3교시

10 ： 45 ～ 11 ： 30

4교시

11 ： 30 ～ 12 ： 15

5교시

12 ： 30 ～ 13 ： 15

화

수

일본어

목

금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선택과목

일본어
선택과목

토
영어 ・ 중국어
（월 ~ 금의 재수업）

영어회화수업 또는 클럽활동

※ 시간표는 학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KCP에서 좋았던 점은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선생님과 사무국 분들께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

나는 한국에서는 사회인이었지만 일본 대학으로의

KCP는 일본인과의 회화 수업이나 스피치콘테스

일본에 왔을 때 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뿐

로 학생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선생님과 사

진학을 결심하고 일본에 왔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트, 운동회 등 즐거운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

만 아니라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곤란했었습니다.

무국 분들로부터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일분문화와 사

왔다는 책임감에 공부만의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본의 전통행사나 다과회 등도 있어서 일본 문화도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을 했고, 수업 후 매일 회화연

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현재 베트남

어느새인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슬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KCP에서는 3개월마다 일

습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연습하고

에서 오일, 가스, 전력업계 관련의 많은 프로젝트를 맡

프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본어 실력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의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

은 MICO그룹의 세일즈마케팅 메니저로 일하고 있습

KCP의 선생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고

결과로 새로운 반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나 생활도 상담할 수 있

니다. 일본은 최대의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회사

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었습니다.

통해 일본어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

습니다. KCP는 단순하게 어학교만이 아닌 가족이

외국거래처의 대부분은 스미토모, 히타치, 도시바 등의

그러던 중 나의 유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있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우리 반에는 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CP에서 공부해서 정말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KCP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일

었습니다. 그것은 클럽활동 야구부의 부장이 되는

만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태국의 대학에서 일

본의 문화나 일본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것이었습니다. 부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가운

본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어학능력을 살려
서 사회기업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유학 덕분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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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HOURS

1교시

메시지

Chanikarn
Lertsakwimarn
태국 출신

월

성하고 견적을 냅니다. 가볍게 학교로 문의

일본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 취업하고 싶은 사람, 일본사회에 관해 깊게 알

학생으로부터의

● 중/상급 반의 시간표 예

있는 기업의 의뢰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작

Nguyen Quynh
Huong
베트남 출신

업무적인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세정

베트남 사람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KCP

한국 출신

데 시야가 넓어지는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張

念慈

또한 상승효과로 공부에서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대만 출신

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도 발전하고 다른 나
라의 문화나 언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과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인과도 유학생들과도 좋

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에 대해 배우고 나

지금은 일본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

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것은 KCP와 같은 환경에

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나갈 것입니다.

러분도 KCP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보지 않겠습

서 보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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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학과정

일본유학시험(EJU)

● 2년 코스
● 1년 6개월 코스

EJU

전국TOP 두 명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어+수험과목

2013년 6월의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진학코스의 학생 2명이

그리고 진학 전문가의 수험지도

전국 톱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張寒時（왼쪽） 韩佩恂（오른쪽）
［張寒時］ KCP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학생의 의지를 존중하고 우리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4년제 대학 진학에 특화된 코스로서 일본어 수업과 더불어 일본유학시험(EJU)대책, 대학의 2차시험에 대비한
영어나 수학의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국공립대학 및 명문사립대학으로 진학하기에 충분한 실력

                              언제나 응원해 주기 때문에 저도 꼭 목표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韩佩恂］   저는 청해가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매일 1시간씩 청해 문제를 계속 들었습니
                 다. 또한 틀린 일본어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문을 써서 자주 선생님께 검사받았
                 습니다.

을 키우는 동시에 전문스태프가 지망교의 결정부터 면접시험 등의 2차시험대책까지 세심하게 수험지도를 합니

두 명이 소속된 진학최상급 반의 EJU일본어의 평균은 345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

● 대학입학까지의 스케줄

● 중급이상 클라스 · 이과의 시간표 예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월~3월

초급전기

초급후기

초중급

중급전기

중급후기

상급전기

상급후기

초상급

4월

月
● 국립대학수험

LAST SPURT

▲

▲

수험지도

일본의 대학사정
캐리어디자인

수험 스케줄 작성
일본 대학 정보 수집

국립2차사험대책
소논문대책
지망이유서작성
면접연습

일본어 ・ 기초

일본어 ・ 강화

일본어 ・ 수험대책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어휘력 강화
청해력 강화

일본유학시험
청해・청독해 대책
독해 대책

일본유학시험
청해・청독해・실천편
독해대책・실천편

수험과목

일본어 ・ 수험대책

［이과계］ 수학・이과과목
［문과계］ 수학・종합과목
영어・TOEFL대책

문과계・이과계과목종합완성
영어・수학국립2차대책
TOEFL대책

대학입학

응용력강화기간

● 국립대학출원

● 제２회 일본유학시험

● 사립대학수험

● 사립대학출원

● 제１회 일본유학시험

● 수험강좌개시

입학 １(년 반 코스 )

입학（２년 코스）

기초력강화기간

CLASS
HOURS

교사로부터의

［특별진학과정 2년 코스］
［특별진학과정 1년 6개월 코스］

로 하고 있습니다. KCP는 자국에서의 교육과정이 12년이 되
지 않는 분을 위해 문부과학대신의 지정을 받아 [특별진학과
정](준비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
생은 대학입학을 위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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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西学院大学
商学部・国際ビジネスコース

Aila Marie Amoyo
Reyes
필리핀 출신

3교시

10 ： 45 ～ 11 ： 30

4교시

11 ： 30 ～ 12 ： 15

5교시

12 ： 30 ～ 13 ： 15

6교시

13 ： 30 ～ 14 ： 15

7교시

14 ： 15 ～ 15 ： 00

8교시

15 ： 15 ～ 16 ： 00

9교시

16 ： 00 ～ 16 ： 45

일본어
일본어

金

土

일본어

JLPT대책 일본어
EJU대책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EJU대책
청해

EJU대책
작문

영어 또는 중국어(자유선택)
수학Ⅱ

TOEFL
대책
생물

수학Ⅱ
물리

HOMEROOM
（수험지도）

화학

대학진학코스는 입학 직후부터 진학지도가 시작됩니다. 선배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강연회나
대학관계자의 진학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희망대학을
좁혀갑니다. 동시에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합격까지 로드맵을 그립니다. 일본어의 기초가
완성된 다음, 드디어 수험과목 스타트. 대학에 따라 입시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강좌도 전략적
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년째 여름이 지나면 수험시즌도 본격화됩니다. 출원지도, 면접시험 대책
등 각 지망 교에 맞게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전력을
일반진학과정담당

다해 서포트할 것입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봅시다.

安楽 さおり선생님
메시지
KCP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

KCP에는 행사나 클럽활동 등 즐거운 것도 많지만, 반대로 가

습니다. KCP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장 힘들었던 것은 기말시험이었습니다. 기말성적이 나쁘면 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각화된 시각을 가지고 일본어

음 레벨로 진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

저는 일본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교육과정이 있는

와 일본사회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KCP

다. 덕분에 진급은 순조로웠지만 문법이나 한문 쪽지시험에서

KCP에 입학했습니다. KCP는 평판대로 학생 서포트에 충실하고, 선진적인

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사회의 조직이나 일

는 불합격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일 있는 테스트는 힘들었

대처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유학의 목적은 공부만이 아니라

지만 결국 나 자신의 일본어 실력은 늘어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제대로 봐주기 때문에 일본어의 발전도 빠르고, 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면서 스스

나는 부모님의 부담을 생각해 학비가 싼 국공립대학을 목표

어가고 싶은 대학 선택의 폭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KCP에서 원활하게 관서

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지식보다 문화 • 가치관의

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의 병행은 힘들지만 국공립

의 난관이라고 불리는 대학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유야말로 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

KCP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의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다양한 국적의

일본의 대학은 1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를 입학의 조건으

9 ： 45 ～ 10 ： 30

木

메시지

메시지

모국에서의 교육이 12년 미만인 분을 위하여

9 ： 00 ～ 9 ： 45

2교시

水

※시간표는 학기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으로부터의

학생으로부터의

1교시

火

（国立）一橋大学商学部

험강좌에서는 주로 일본역사, 세계사, 수학을 공부했

학생들의 문화나 언어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문화 이해의 기초가 되

습니다. 수험강좌는 강제성을 살려 자신에게 공부를

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세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점을 이용해서 스

를 연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모국인 필리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
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

耿 雨豪

스로의 페이스를 만들면 좋습니다. KCP의 선생님은

중국 출신

풍부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학생의

에 붙지 않으면 귀국해야 한다는 각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公立）首都大学東京
都市教養学部

기출문제를 풀고 소논문을 썼습니다. 선생님과 반복되는 면접
연습과 소논문의 지도를 받고 국립 우츠노미야대학과 공립수
도대학동경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노력하면

Chan Yeu Chang
말레이시아 출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와 세미나, 과제• 리포트에 쫓기는 매일이지만 저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지금까지 3년간 연

학에서 여러 가지 것에 도전하고, 좌절할 때에도 지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줄 뿐만 아니라 프로의 위치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스스로를 믿고 멈추지 말아 주

서 어드바이스해줍니다. 자신을 알고 목표를 명확하

속으로 대학수업료전액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요.

게 하고 한계까지 도전하길 바랍니다.

노력해서 일본에서의 취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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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코스

미술계대학·대학원진학 코스
（종합일본어과정）

（ 종 합일본어과정）

KCP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도가 있다.

합격의 열쇠는 [일본의 미술계대학]에 타깃을 맞춘 실기
지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분야에 대응한 수험지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실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대학원 수험지도를 합니다. 대학원수험

이 과정에서는 통상의 일본어 수업과 더불어 미술계 대학,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데생, 색채구성, 평면구성 등의

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열정이 넘치는 교사진이 각 전문분야

미술 기초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미술계 대학에서 요구하는

에 대응한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합니다.

[미적 감각]을 키웁니다. 미술의 범위는 다양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에 맞는 실기, 소논문, 면접, 연구계
획서 등의 수험지도를 하며 유명 미술 대학, 대학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개개인에게 담당교사가 있어서

단기 간 으 로 진 학 하 고 싶 은 사 람 을 위 한

수험까지 개별지도가 계속됩니다 !

특별프로그램

● 재학생의 작품
KCP의 졸업생이
일본의 미대의 최고봉
“東京芸術大学” 강사로!

단기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특별
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3개월정도 전

교수의 선정, 교수와의 연락방법, 논문 작성, 포트
폴리오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출원 서류 작성 등

대학원진학코스담당

개인 담당 교사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개별지도

河島

부터 전화, 메일 등으로 수험 준비 서포트를

아직 연구테마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를 행합니다. 마치 실전 같은 면접연습을 몇 번이고

● KCP 미술계대학·
대학원 진학코스를
추천합니다!

합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朝之선생님

합격까지의 시간은 꽤나 멀다고 생각하겠지

보다 확실한 것으로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문의해 주세요.)

유영고 선생님

요. 하지만 많은 선배들이 스스로를 단련시

반복하여 만전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키고 크게 성장하며 진학했습니다. 중요한
1997년 KCP를 졸업하고 동경예술대학

것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

대학원석사과정수료(문화재보존학일본

러분도 자신을 믿고 미래에 도전해 보세요!

화). 03년에 일본미술원전에서 외무대
신상 수상. 현재 동경예술대학 교토조형
예술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 합격까지의 스케줄(예)

현재 일본의 미술대학에는 많은 유학생이 있고, 앞으로 자라날 젊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일본 미술계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고 있습니

5월〜6월

3월〜4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1월〜3월

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일본의 미술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격

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발표력, 어느 쪽이든 부족하면 수업을 따라
올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입니다. 일본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저
기술이 아닌 자신의 감성을 어떻게 작품에 반영시키는가 입니다. 또한

합격

수험

출원

２기 시험

불합격

수험

１기 시험 출원

연구계획서 작성
시험내용 확인

연구실을 정한다

교수를 만난다

연구실을 찾는다
연구가능한

결정한다
무엇을 연구할지

의 벽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어입니다. 대학 강의를 이해할 청해력, 자

대학에 따라서 출제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KCP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커리큘럼을 짜고 전공에 해당하는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미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KCP의 이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추
천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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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졸 업 생 으 로 부 터 의 메시지

（国立）名古屋大学大学院
工学研究科

（国立）東北大学大学院
情報科学研究科

（国立）一橋大学大学院
言語社会研究科

王 仲遠

冯

韩

중국 출신

중국 출신

일본 대학원의 수험에는 모국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武蔵野美術大学
造形学部日本画科

京都精華大学
マンガ学部
アニメーション学科

多摩美術大学大学院
美術研究科
デザイン専攻

李 想

洪 波

张

중국 출신

중국 출신

중국 출신

중국 출신

나는 일본에 오기 전부터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험지도를 받아

나는 일본에 온지 1년만에 수험을 보고 上智大学과 一橋大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

KCP의 미술계진학코스는 다른 친구들이 다닌 일본어

중국에서 전공은 시각전달이었지만 일본에서 선택한 전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3일 전부터 준비했지만 선생

学의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처음에는 쉽게

는 만화의 대국,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

학교와 비교하면 미술실기 지도만이 아닌 일본어 실력

공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확립

다. 그런 때에 선생님들께 받은 많은 정보와 어드바이스가 매

님의 일본어는 반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본어학

생각했던 연구계획서를 선생님의 지도로 몇 번이고 고쳐 쓰

습니다. KCP에서는 일본어는 물론 미술의 실기(데생) 등도

을 포함해 수험에 필요한 것을 모두 커버해 주고 있다

되어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수험준비로는 작품집을 작성

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의 면접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습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오기 전에

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끈기 있는 지도 덕에 저에게도 각오

배우고, 미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용 아틀리에에서 언제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

하고 작품설명의 번역, 연구계획서의 작성 등이 있었습니

교수나 선배 등 일본인과의 원활한 인관 관계를 위해서도 매

준비해야만 했던 연구계획서나 교수님께 메일 쓰는 방법 등도

가 생겼습니다. KCP가 나에게 주었던 것은 일본어실력의 향

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환경이었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시간

다. 또한 입학시험에서 1600자의 소논문이나 구두시험이

너는 중요합니다. 나의 장래 꿈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전혀 몰랐던 나에게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상과 진학 정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환경의

습니다. 또한 입시 전에는 면접연습 등도 확실하게 해주기 때

을 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는 감동했습니다. 지금은

있어, 실기와 동시에 일본어능력의 향상도 놓칠 수 없었습

우주 추진 시스템을 나의 시대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앞으

일본에 와서 1년째 되었을 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함, 다양한 학교 활

문에 안심하고 수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일

대학에서 기초적인 실기와 미술만이 아닌 이론 등도

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로 일본에 오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이 코스 덕분입니다. KCP의 선생님은 대학원에 관한 것을 정

동 가운데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대충하려던 자신을 전력

본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자고 생각하여 일본화를 전공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학기는 오픈 캠퍼스에서 유학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어학습과 수험 준비는 어느

주세요. 힘들 때는 KCP의 선생님들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답

말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상담하면 어드바이스를 받을

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했고 지금 대학의 수업은 매우 즐겁고 여러 가지 것을 흡수하

생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입시에 관해서 무언가

쪽이든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니다.

수 있고 충고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력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있습니다. 장래 일본화의 아티스트로서 활약하는 날을 꿈

질문이 있다면 꼭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일본에 와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燕芬

龙

꾸며 노력할 것입니다.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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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엔지니어링주식회사 근무

Anthony Isaac

Ng Joo Li

미국 출신

말레이시아 출신

KCP를 졸업하고, 동경대학대학원에서 엔지니어링을 연구. 석사를 취득

현재는 프레스메이커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영업 및 비서업무를

［Knowledge］

C ＝공 생
［Coexistence］

P ＝평 화

KCP의 교육이념은 함께 배우고 함께 사는 것. [스스로 하는 공부][함께 하는 공
부]로, 인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P의 이름에 새

［Peace］

겨진 이념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KCP의 정신은 여기서도 숨쉬고 있습니다.

초급에서 상급으로

하고 일본 회사에서 시스템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

하고 있습니다. 손님께 차를 대접할 때는 다도부에서 익혔던 방법이, 또

로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일본어 실력이 꼭

한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비즈니스 매너(ほうれんそう)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경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KCP에서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KCP에서 1년반동안 다도부나 홋카이도 홈스테이 등에 참가하여 일본

것뿐만 아니라, 사무국 스탭들 모두 학생들의 일본 생활을 서포트해주기

문화를 체험하거나, 미국,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었던 것입니다. 동경하던 일본에 왔지만 처

시야를 넓혀왔습니다. 매 학기 행해지는 버스여행, 운동회, 스피치콘테

음에는 문화충격을 받았고,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

스트 등은 즐거운 것은 물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반 친구들과 이야기할

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의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많아져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두려움 없이 적극적인 교류가 가

KCP라고 하면 방과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자주 식사를 한 것이 떠오

능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릅니다. 그때가 가장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과 만나고 유

^^ 여러분도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보고 KCP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보세

학생활에서의 고생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 (^-^)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 동창회 회보

〜일본어가 능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존재로 성장〜
KCP에서는 많은 졸업생이 자립하여 떠나지만 이곳에서 쌓은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
도록 국가별 동창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막 일본에 온 신입생의 환영회를 열고 신입생
들을 상담하는 등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돕는 조직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KCP를 방문한 졸업생, 연락을 준 졸업생의 최근 근황을 동창회회보로 엮어서 졸업생들
에게 알려줍니다.

● 상급학생이 신입생에게 경험을 전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초급 수업에서 행해지는 [일본어
공부방법] 등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상급 학생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급학생은 교사의 일본어도 통역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에 관해 설명, 어드바이스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동창회

● 운동회 등 행사의 운영에 참가

졸업생메시지

re

Futu

nt

Prese

동창회 회보
●각국동창회

상급학생이 되면 운동회와 스피치콘테스트 등 행사의 운영을 돕게 됩
니다. 처음하는 행사장에서 일본어가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리허설 없이도 행사가 부드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급 학생들은 커다
란 힘이 되어줍니다.

말레이시아

Past

말레이시아 동창회
베트남 동창회
대만 동창회
태국 동창회
미국 동창회
한국 동창회(예정)
중국 동창회(예정)

졸업생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졸업생 수험체험강연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입학 당시는 목표도 막연하고 마음의 준비도

이토츠상사주식회사 근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도이상으로 학생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체험자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수 차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
을 초청하여 수험체험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공담, 실패담이 섞
인 이야기는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이미지화 시켜줍니
다.

베트남

法政大学大学院博士課程
国際日本学インスティテュート
（국비유학생）

陳

楽

중국 출신

박유경
한국 출신

장학금제도

KCP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외부단체의 장학금과 KCP독자의 [KCP 공생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지급 제도

매월 48,000円

연간12명 정도
(연도에 따라 변동 있음)

다카야마 국제교육재단 장학금

매월 50,000円

연간1명

일본에서 진학 예정으로, 성적・출석 양면에서 우수하고,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1년간 지급

KCP졸업후, 게이오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한 뒤, 종합상사인 이토츠 상사에 신입

KCP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최고로 기뻤지만 그

으로 입사하였지만, 되돌아보면 대학진학도 취업도 결코 편한 여정은 아니었습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담당이 되고 저의 생각을 일본어로 전달

니다. 그 편하지 않은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KCP에서 지낸 2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반년 정도는 공부는 커녕 일본어로 매우 고생했습니

년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훈련된 결과라고 생

다. 그래도 절대 수업은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석사논문을 써나가

각합니다. 현재 식품컴퍼니에 소속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수출 및 사업, 회사 관

는 사이에 연구라는 것에 매력을 느껴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운도 따라주
어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아사히 신문사의 한

어날 때도 있지만 KCP에서 달련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어 팀에서 일본어 기사를 번역해서 e-book 제작 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립 메인터넌스 장학기금 장학금

매월 60,000円

연간1명

성적・출석 양면에서 우수하고,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

리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어려운 문제가 일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지급 예약 제도

매월 48,000円

특별한 규정 없음

EJU 성적우수자
대학 등에 진학 후에 지급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이 미

KCP에서 얻은 최고의 것은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인생

소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힘들 때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KCP 선

ＫＣＰ공생 장학금(신입생)
（매 학기 현지에서 예약）

30,000円~50,000円

ＫＣＰ공생 장학금(재학생)
（년 ２회 모집）
※ 연도에 따라 인수·금액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000円

연간10명 정도

일본입국 전에, 자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연간20명 정도

KCP 재학 중 학업과 생활방면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

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나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반

생님들의 얼굴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침울해하거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과 만난 것도 나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또한 KCP에서 가장 인상에 남아

나를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지지해주셨던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

있던 것은 스피치콘테스트의 사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나

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며

에게 있어 KCP에서 처음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한 발 앞으로 내딛어 보세요!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에의 가까운 길]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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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학점취득코스

(US프로그램）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전미각지의 대학생이 참가
미국의 대학도 인정한 충실한 커리큘럼
일본어학습과 더불어 문화 체험도 가능하고, KCP에서의 학습이 그대로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1996년 시
작된 이래 매년 내용을 확충하여 현재 스폰서 대학 3교, 제휴대학 8교, 합 11교에서 대학의 학점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
로 시찰을 오는 미국의 대학교수진으로부터 커리큘럼이나 설비, 교사의 수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 스
탠포드 대학 등 연간 약 100개 대학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참가하는 학생도 많은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 일본어습득에 절호의 환경
KCP의 클래스는 다국적으로 일본어가 공통어입니다. 클래스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가며 자신
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수업은 완전 일본어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용

일본어교사
양성강좌
[성장해 나아가는 일본어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개강한 본 강좌는 2001년 개
강이래 일본어 교육계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또한 수료생이 취업한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어교육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분
에서 현 직업인까지 [학생에게 요구되는 교사][학생의 꿈에 도움이 되는 교사]를
목표로 많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스를 설치했습니다.

● 코스 안내

● 교수코멘트
웨스턴워싱턴대학

遊佐

道子선생님

〈일본사상, 비교철학교수〉

우리들은 20년에 걸쳐서 KCP에 학생을 보내고 있고 KCP 교육의 높은 수준과 유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극진
한 서포트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KCP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다 높은 일본어 운용력과 현

처음으로 일본어교육을 접하는 분에게
● 420시간전과정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초급에서 초중급자를 위한 영어

대일본사회와 일본문화에 관련된 실용적 지식을 몸에 익히고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어학연수의 일환으로서

문법설명을 받을 수 있는 잉글리쉬 서포트 세션을 실시하고 있으

마련된 과외활동은 다각적인 역사배경을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를 학생들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강좌의 수료에 따라 일본어교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일본어교육전반이론, 레

므로 수업 중 모르는 부분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벨별지도법연습, 교생실습의 3가지 과정을 차분히 배웁니다. 동시에 일본어

● 스폰서대학 어드바이저 코멘트

학습자와 가깝게 접하면서 풍부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어학교부

★ 일본어 이외의 매력적인 커리큘럼
일본어 수업 이외에도 US프로그램 독자의 수업과 과외
활동이 있습니다.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행이나
전통예능감상, 일본 대학생과의 교류 파티나 요리 교실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통상수업 이외에도

속인 본 강좌의 장점입니다. 특히 교생실습에서는 정식 수업에 들어가 베테랑

웨스턴워싱턴대학
일본어의 집중학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유학 어드바이저로서 KCP의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한
다. 나는 여태까지 KCP에서 유학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KCP

생의 흥미에 맞는 특별수업이 개강되어 있습니다.

Bob Neuenschwander〈유학장학금 부디렉터〉
아이다호 대학은 일본어교육기관의 최첨단을 걷는 KCP와의 17년에 이르는 끈끈한 제휴 관계
큼 학생들은 일본의 사회적 전통이나 문화를 배우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대학

포함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어가 가능한 담당 스태프가

Constance Lundy〈유학프로그램 프로그램디렉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오리지날 커리큘럼입니다.

● 기간: 5일간~

에게 요구되는 실천력을 기릅니다.

● 과목 예 <<일본어교수법>>

일본어교사양성강좌를 수료한 분,
교사경험이 있는 분에게
● 교(수)안강좌

                 <<일본어의 문법, 어휘>>
                 <<일본사정, 일본문화>>
                 <<교생실습>>  등

스케줄, 커리큘럼의 개별대응

실제 수업의 구조와 교안 쓰는 법을 익히는 강좌입니다.

희망자는 일본에서의 기숙사 비용 등을 포함한 하우징

이 연수는 이미 해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나 앞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지금

                 음성, 문법, 청해, 회화, 독해, 작문 각각의 지도법

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대도시 동경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한 만

★ 만전의 서포트 체제

● 해외일본어교육연수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동시에 개별지도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 일본어교사

의 교육의 수준과 스태프의 서포트의 유용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대학

해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
앞으로 가르칠 분에게

교사들의 수업을 견학, 분석을 거듭합니다. 일본어교육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Dan Lindeman 〈유학프로그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회화, 한자, 일본어능력시험대책, 비즈니스일본어 등 학
(※ 학기마다 과목이 달라집니다.)

일수, 시간 수, 과목내용 등 여러분의 일본체제기간과 희망에 맞춰서 개별연수플랜

[소인수로 배우는 초급 실천편][중급 기초편][상급 기초편]

을 제안합니다.

● 브러시업코스(지도법 연습+교생실습)

언제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며 공부에서 건강,

KCP의 프로그램은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는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링컨대학과 KCP

생활면까지 세심하게 유학생활을 서포트하고 있어 안심

는 15년 이상 제휴해 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KCP는 링컨대학이 소속한 CCIS(college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인기 있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레벨에 대응한 지도법을 교안작성과 모의수업을 반복

는 유학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언어학습과 문화적 체험의 절묘한 조

함으로써 몸에 익힙니다. 또한 정식 수업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일대일 지도를

교생 실습 외에 문화를 다루는 행사나 회화 수업, 클럽활동 등 해외에서의 수업에

합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학교 내외에 멋진 서포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KCP의 교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

받고 프로 일본어교사로서 실천력을 기릅니다. 이미 일본어교사양성강좌나 대

힌트가 될만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에서 배웠지만 일본어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라는 분, 자신의 수업의 브러시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연수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졸업생으로부터의

메시지

델타항공 근무

다. 그 점이 다른 일본어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KCP가 특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신

지금, 일본-하와이간 항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CP

● 스폰서 대학

Western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Idaho

Lincoln University

● 제휴교

NewMexicoState University

Idaho State University

The College of New Jersey

Elizabethtown College

에서 배운 일본어로 일본의 승객에게 말을 걸면 [일본어 잘하시

수료생으로부터의

메시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UNC)
일본어강사

KCP일본어교사양성강좌를 수료하고 미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본어교사양성강좌

岩下 芙美

배우고, 교생실습에서는 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의 초, 중, 상급 각 레벨의 정식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학생지도를

중에서 KCP를 고른 것은, 지금의 나의 캐리어를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인생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최고의 승부수는 이론과
실천의 밸런스를 맞춰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론강좌에서는 저명한 선생님이나 경험이 풍부한 일본어학교 강사진으로부터 일본어교육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확실하게
하고 수업도 담당했습니다. 실전능력이 생겼을 뿐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유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일본어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네요]라고 들어서 놀라곤 합니다. 그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

강좌 수료 후에는 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의 비상근강사에 채용되어 그 후 바라던 [KCP 미국 대학 티칭어시스턴트 파견

오랜만에 KCP에 와서 선생님과 만났고 여기에서 공부했던 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임기 종료 후에도 미국에 남는 길을 모색하고, KCP에서도 추천을 받아 Washington

가 그리워집니다. 즐거운 추억과 제대로 된 일본어를 가르쳐주신
KCP, 여기에서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내용

업을 목표하는 현역 일본어 교사 분에게도 추천합니다.

Cortney
Gal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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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지구시민 일본어학교 부속

Norfolk State University Cleveland State University

Missouri State University

Indiana State University

& Lee University의 어시스턴트 교사로 채용되어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더더욱 캐리어를 쌓아 아이오와 대학원에서 석사도
취득했습니다. KCP는 나의 원점이자 캐리어 형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KCP에서 꿈에 한발 다가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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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問い合わせ先

03-3356-2359
03-3356-0257

http://www.kcp.ac.jp
@

info@kcp.ac.jp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1-29-12

［学校法人KCP学園］東京都知事認可校/文部科学大臣指定準備教育課程
日本語教育振興協会認定校/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校

KCP地球市民日本語学校
KCP International Japanese Language School

KCP,
Always by your side
KCP地球市民日本語学校
KCP International Japanese Language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