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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가 넘치는 오사카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 요츠바시선 [혼마치역] 2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신사이바시까지 도보 10분
●난바·우메다까지 지하철 10분·자전거 15분

J국제학원 위치

만전을 기하는 아르바이트 소개!

그룹이 운영하는 클리닉!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특별진학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 등 희망진로에 따른 특별클래스!

「진로전임 담당제」 에 의한 맨투맨 지도!

오사카 중심부에 위치한 깨끗한 학교!

국적 밸런스가 좋은 클래스!

본 원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출판, IT, 의료 교육등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통신사그룹] 이 모체가 되어 설립 된 일본어 학교입니다. 2004년에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인정교가 되었습니다.

본 원에서는 진학 지원을 위해 시험대책 강좌의 충실을 목표로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과 

진학처에 맞는 개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츄오도오리

신아와자공원신아와자공원

J국제학원

요츠바시스지요츠바시스지

혼마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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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사

홀딩스

국제통신사 홀딩스는 출판, 교육, 

인재파견 ,  I T기기개발 ·판매 ,  

경영컨설팅, 의료 ,  개호·복지 ,  

장례  등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상호 협력으로 고객과 각 업계,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시너지 총연　주식회사 보도통신사　주식회사 USP 매니지먼트
출판

(재)국제생애학습연구재단　NGO CFDF
NGO ACUP　일반사단법인 생활안심사업단 등

외부 단체

주식회사 J국제학원
교육

주식회사 ATEC 아시아 인재교류사업단
인재파견

주식회사 R.O.D　주식회사 R.O.D서비스
IT·시스템

주식회사 IBC
경영

주식회사 라쿠유사
관리

장례식/제사
주식회사 은하스테이지

의료법인 렌게우애회 렌게클리닉　주식회사 JAHC
NPO법인 렌게메디컬그룹　주식회사 페리스케어
ACU 아시아 개호(간병·요양)협동조합 키리시마 포럼

의료·간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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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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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IED
잡지편집·디자인·WEB제작



STEP UP!

초
급

초급Ⅰ（3개월）
초급Ⅱ（3개월）

중
급

중급Ⅰ（3개월）
중급Ⅱ（3개월）

상
급

상급Ⅰ（3개월）
상급Ⅱ（3개월）

고
급

비즈니스 클래스（3개월∼）

마스터 클래스（3개월∼）

특별진학 클래스（3개월∼）

대상 : 일본 기업의 취업 희망자

대상 : 일본어·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을 목표
※대학·전문학교 진학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도 수강 가능합니다.

대상 : 국공립대학·유명사립대학,
 대학원 진학 희망자

학습의 흐름

1

●전 레벨 공통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월반을 인정합니다.
●전 레벨 공통 학생의 인원에 따른 합동 개강(또는 폐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습의 흐름과
클래스 소개

3개월에 한 번, 진급판정으로 세심한 서포트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 게 된 다
─ 정확하고 유창하며 적절하게 ─

초 급

일본어 구조의 이해·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근접한 화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5~N4상당

중 급

구어체에 한정되지 않고 문어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묘사에 필요한 언어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제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3~N2전반 상당

상 급

문어체 및 공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회화와 언어지식을 배우고 연습하여 추상도가 
높은 화제에 대해, 근거가 있는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2전반~N1상당

일본대학·대학원에서의 수업 이해·레포트 작성·발표를 위한 일본어 능력과 교수, 
반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고 급

특별진학 클래스

일본에서 취업한 후 정보수집, 비즈니스 문서 작성과 이해, 제안과 교섭을 위한 
일본어능력과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힐수 있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정확하게 일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창하고 적절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판 교재만으로는 충족할수 없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레벨에서 
풍부한 오리지널 교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오리지널 회화활동을 통해 「일상회화」 
⇒ 「상세한 설명」 ⇒ 「설득력 있는 의견」과 같이 단계적으로 스텝 업 할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수업 시간클래스 대상 클래스

오전 클래스
【1교시 】09：00 ∼ 10：30
【2교시 】10：50 ∼ 12：20

【1교시 】13： 10 ∼ 14：40
【2교시 】15：00 ∼ 16：30

오후 클래스 ● 초급 클래스（Ⅰ／Ⅱ）　● 중급 클래스（Ⅰ／Ⅱ）

진학 코스

7월4월 1월10월입학시기

1년/2년 1년9개월진학코스

1년

1년6개월 1년3개월

일반코스

재학기간
대학원·대학교·전문학교에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대상

일반 코스

일본（또는 모국）에서의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 ,  
일본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

수업은 오전 （9시~12시20분） 오후（13시10분~16시30분）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중급 클래스（Ⅰ／Ⅱ）　● 상급 클래스（Ⅰ／Ⅱ）　

● 특별진학 클래스　　　● 비즈니스 클래스　　　● 마스터 클래스

EJU와 JLPT대책·회화·청해·독해·일본시사문화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 ※4월학기· 10월학기 주 1회, 상급클래스 대상)

배우고 싶은 과목을 골라 배우는    「선택수업」 진화를 거듭하는    「오리지널 교재」



초급Ⅰ·Ⅱ

중／상급

국제교류파티

J 국제학원은「일본어교육진흥협회 비즈니스일본어 준수프로그램 등록사업」 인정교입니다.

모집요강（요건）

● 일본어 능력 JLPT N1상당（※화상 면접있음）
●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이어야 함
● 수업 또는 취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

수업 커리큘럼

비지니스 회화·비지니스 독해·비지니스 매너·비지니스 
문서 작성지도·문법연습·현대 사회시사·BJT 대책·개별 
카운셀링 등

※많은 기업으로부터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4 월／ 7 월／ 10 월／ 1 월（※재류자격에 따름）입학시기

20 명정　원

실전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업

오리지널 교재「AAA」를 활용!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문법·어휘를 
동시에 공부하는 오리지널 회화 트레이닝 입니다.
「AAA」를 통해 일문일답 형식의 회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 밖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어를 듣고 이해하는 힘과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즉시 선택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위해 오리지널 교재「드라마 일본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또한, 오리지널 회화 
트레이닝 교재 「3/2/1」을 사용하여, 가족과 장래희망등 일상생활에 
근접한 화제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오사카에서 
생활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느끼는「간사이 사투리의 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간사이 사투리 수업도 진행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취업활동은 무엇보다도 실전경험이 「성공의 열쇠」！

일본어 능력이나 일본사회·문화대응력, 사회인 기초력을

배양하는 수업 커리큘럼과 다양한 취업실전 프로그램으로

 “내정(취업 확정)” 을 획득합니다!

2

야간단기클래스
「교실 밖」과 같은 환경을 설정하여 일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취업 실천 프로그램

+

지역의 각종 이벤트에 자원봉사 스탭으로 참가!

기업 콜라보! 영업 툴의 기획과 작성을 담당하는 기회!

교실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실제 오피스에서 실시하는 모의면접!

다양한 업계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업계의 최신정보를 배운다!

배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 본 인 들 과  실 제 로

교류 할 수 있는 파티를

진행합니다.초급Ⅰ·Ⅱ / 중·상급클래스

17：30∼21：00
(45분×4교시)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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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준비를 위해 풍부한 가이던스 영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 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자 !　실력시험

J국제학원에서는, 2월과 8월( JLPT과 E JU의 약 3개월전)에 

초급 ~상급까지 모든  레벨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력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의 분석표를 학생에게 배부합니다. 

학생들은 이 분석표를 보고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책 지원　J 무겐쥬쿠

클래스에 따라서 약점을 명확히！

초급~상급까지 균형에 맞는 문제배분!

과목별 , 레벨별로 표기！

Ｊ국제학원

오리지널 !

학생 개개인의

분석표를 배부！

※별도 요금. （자세한 내용은 학비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실시

과목

중급이상의 학생
（※야간코스는 희망제）

년 2 회

문자어휘 / 문법 / 독해
 （각 150 점 만점）

일본의 국공립·유명사립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유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J무겐쥬크에서는 고득점을 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력시험의 개요》

대학 ·전문학교의 수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당 학원에서 수업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각 시험 1개월 전에 실시되어, 현 단계에서의 자신의 

합격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및 전문학교등 약 40교의 지정교 추천 입학이 

가능합니다.

⑥지정교 추천

②진학 가이던스 동영상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진로담당교원을 배치하여 진학까지 

서포트(지망 학교 선택·출원 준비·면접 연습) 합니다.

①진로 전임 담당제

진학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전문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③진학설명회

④학교견학회 ⑤EJU ／ JLPT 모의시험

J무겐쥬크의
메리트

일본어·종합과목·수Ⅰ·수Ⅱ·물리·화학·생물·영어과목

진학지원①

꿈의 실현을 후원하는 만전의 진학지원

6가지 진로지원 시스템!

●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 이과과목도 대응
● 영어(TOEIC·TOEFL대책)도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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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学関係】　●ＥＣＣ国際外語専門学校　●エール学園　●駿台観光＆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大原簿記法律専門学校　●大阪バイオメディカル専門学校　●関西外語専門学校
【ファッション・デザイン関係】　●専門学校ヒコ・みづのジュエリーカレッジ大阪　●大阪モード学園　
●上田安子服飾専門学校　●文化服装学院　●エス・モード・ジャポン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 カレッジ東京　
【音楽関係】　●大阪スクールオブミュージック専門学校　●キャットミュージックカレッジ専門学校
●東放学園音響専門学校　●東京スクールオブミュージック＆ダンス専門学校
●専門学校ESPエンタテインメント大阪　●専門学校ミュージシャンズ・インスティテュート東京
【自動車関係】　●専門学校新潟国際自動車大学校　●日本理工情報専門学校
●日本モータースポーツ専門学校
【建築関係】　●修成建設専門学校 　●中央工学校ＯＳＡＫＡ　●大阪建設専門学校
【農業・介護関係】　●大阪バイオメディカル専門学校　●新潟農業・バイオ専門学校
●関西保育福祉専門学校　●大阪コミュニティワーカー専門学校　●近畿社会福祉専門学校
【写真・美術関係】　●日本写真映像専門学校　●大阪美術専門学校　●東洋美術学校
【美容関係】　●ECCアーティスト美容専門学校　●大原外語観光＆ブライダルビューティー専門学校
【動物関係】　●大阪ＥＣＯ動物海洋専門学校
【その他】　●東海歯科医療専門学校　●KBI関西聖書学院　●甲賀健康医療専門学校

진학·합격실적

진로 지원②

진학을 위한 연간 스케줄

4월3월2월 5월 6월

●EJU모의시험 ●EJU모의시험
●실력시험

●JLPT모의시험 ●JLPT모의시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오픈캠퍼스

출원서류준비 【패턴②】출원개시→수험개시→결과발표→입학수속※（전기와 후기의 2회）

【패턴①】출원개시→수험개시→결과발표→입학수속※（※학교에 따라 출원시기가 다름）

오픈캠퍼스

제 1회 EJU　신청（2월 중순~ 3월중순）→시험（6월 제3 일요일）→결과발표（7월 하순）

제 2회 EJU　신청（7월 중）→시험（11월 제2일요일）→결과발표（12월 중순~하순）

제 1회 JLPT　신청（4월 중）→시험（7월 제 1일요일）→결과발표（8월 하순~9월 초）

제 2회 JLPT　신청（9월 중）→시험（12월 제1일요일）→결과발표（1월말~2월초）

ＡＯ입시개시→대기합격　본 출원서류의 제출→합격

통상출원개시→수험개시（수시※학교마다 수험횟수 다름）→결과발표→입학수속※

오픈캠퍼스

출원서류준비

출원개시→수험개시→결과발표→입학수속※
입학

입학

입학

●실력시험

※입학수속 : 학비 지불은 합격 발표로부터 2주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유학시험
EJU

교내 

국공립대학교

각
종
시
험

사립대학교

전문학교

진로지도실

J무겐쥬쿠

그외

그외

그외

【ゲーム・アニメ関係】　●OCA大阪デザイン＆ＩＴ専門学校　●ECC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大阪エンタテインメントデザイン専門学校　●大阪総合デザイン専門学校　●大阪情報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清風情報工科学院　●大阪デザイナー専門学校　●日本アニメ・マンガ専門学校　●ＨＡＬ大阪
●専門学校東京ネットウエイブ　●東京コミュニケーションアート専門学校　●ＨＡＬ東京
【ＩＴ関係】　●ECC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大阪情報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清風情報工科学院　
●新潟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日本理工情報専門学校　●ＨＡＬ大阪　●奈良コンピュータ専門学校
●和歌山コンピュータビジネス専門学校　●専門学校東京経理綜合学院　●神戸電子専門学校　●ＨＡＬ東京
【旅行・ホテル関係】　●エール学園　●ＥＣＣ国際外語専門学校　●駿台観光＆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ホスピタリティ ツーリズム専門学校大阪　●大阪ブライダル専門学校　●大阪YMCA国際専門学校
●大原外語観光＆ブライダルビューティー専門学校　●大阪観光専門学校　●東京観光専門学校
●大阪ホテル専門学校　●大阪観光ビジネス学院　●国際観光専門学校名古屋校
【ビジネス関係】　●エール学園　●ＥＣＣ国際外語専門学校　●大原簿記法律専門学校
●清風情報工科学院　●愛甲学院専門学校　●東亜経理専門学校　●専門学校アートカレッジ神戸　
●長岡公務員・情報ビジネス専門学校　●駿台観光＆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調理・製菓関係】　●辻調理師専門学校　●辻製菓専門学校　●大阪キャリナリー製菓調理専門学校
●東京すし和食調理専門学校　●東京製菓学校　●大阪調理製菓専門学校　●服部栄養専門学校

전문학교

대학원

●東北大学大学院
●大阪教育大学大学院
●公立はこだて未来大学大学院

●筑波大学大学院
●神戸大学大学院
●首都大学東京大学院

●千葉大学大学院
●広島大学大学院
●大阪市立大学大学院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愛媛大学大学院
●大阪府立大学大学院

●京都大学大学院
●九州大学大学院
●北九州市立大学大学院

●大阪大学大学院
●長崎大学大学院【국립】

●早稲田大学大学院
●関西大学大学院
●大阪商業大学大学院

●城西大学大学院
●同志社大学大学院
●摂南大学大学院

●明海大学大学院
●立命館大学大学院
●佛教大学大学院

●関西医科大学大学院
●近畿大学大学院
●追手門学院大学大学院

●大阪歯科大学大学院
●桃山学院大学大学院
●流通科学大学大学院

●明治大学大学院
●関西学院大学大学院
●大阪経済大学大学院
●神戸情報大学院大学

【사립】

대학교

●北見工業大学
●大阪教育大学
●宮崎大学

●東北大学
●神戸大学
●大分大学

●秋田大学
●奈良女子大学
●鹿児島大学

●新潟大学
●三重大学
●大阪府立大学

●信州大学
●岡山大学
●大阪市立大学

●千葉大学
●香川大学
●滋賀県立大学

●京都大学
●愛媛大学
●高崎経済大学

【국립】

●北海道大学
●滋賀大学
●福岡教育大学
●北九州市立大学

●小樽商科大学
●大阪大学
●熊本大学

【사립】

●慶応義塾大学
●立命館大学
●京都産業大学
●大阪学院大学
●佛教大学
●天理大学

●早稲田大学
●関西学院大学
●拓殖大学
●大阪経済大学
●追手門学院大学
●神戸山手大学

●上智大学
●南山大学
●専修大学
●大阪経済法科大学
●京都精華大学
●神戸国際大学

●中央大学
●関西大学
●東京経済大学
●大阪産業大学
●大阪国際大学
●京都ノートルダム女子大学

●同志社大学
●国士舘大学
●神奈川大学
●大阪成蹊大学
●関西外国語大学
●大阪観光大学

●法政大学
●近畿大学
●獨協大学
●大阪芸術大学
●帝塚山大学
●日本経済大学

●明治大学
●龍谷大学
●東海大学
●大阪商業大学
●大阪女学院大学
●東大阪大学

●福岡大学
●東洋大学
●桃山学院大学
●阪南大学
●羽衣国際大学
●神戸医療福祉大学

●立教大学
●日本大学
●京都外国語大学
●摂南大学
●流通科学大学

전임 담당제로 진행되는 개별지도（지망학교 상담、출원서류 준비지도、면접지도 등）

진학 가이던스 영상（학교 선택,학비 관련, 수험시 주의점 등）

진학설명회·학교견학회등의 실시

EJU·JLPT ·대학입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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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행사

●7월학기 기말시험9월

●여름 방학
●7월생 건강검진
●교내 실력시험8월

●7월학기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응급처치(救命) 강좌
●진학 설명회7월

●일본어능력시험(JLPT) 교내 모의시험
●교외 학습
●4월학기 기말시험6월

●일본유학시험(EJU) 모의시험
●4월생 건강검진5월

●4월학기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학생 레크레이션4월

●10월학기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학생 레크레이션 ●진학 설명회
●일본유학시험(EJU) 모의시험

10월

●일본어능력시험(JLPT) 교내 모의시험
●10월생 건강검진
●운동회

11월

●10월학기 기말시험12월

●1월학기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응급처치(救命) 강좌

1월

●1월생 건강검진 ●교내 실력시험 
●개호(간병)복지강좌(졸업생 대상) ●실용일본어강좌(졸업생 대상)

2월

●발표회
●교외 학습
●1월학기 기말시험
●졸업식

3월



《근무처 예》

아르바이트

ATEC 은 해외유학생 전문 파견회사 입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와 인사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수를 실시하여 기업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J 국제학원의 재학생에게 아르바이트 
소 개 를  약 속 드 립 니 다 .  초 급  레 벨 의  학 생 에 게 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비자로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일본 국내의 소득세법으로 인해 총 급여의 20.42%
가 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ATEC 아시아 인재교류 사업단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점포에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시급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도 각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파견 실적

[ATEC] 이 아르바이트 소개를 약속합니다 !

건강 관리
「렌게 클리닉」 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J 국 제 학 원 의  학 생 은  렌 게 클 리 닉 의
[무료저액진료제도 ]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입국 후 바로, 그리고 1년후에 
실시함으로써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확실하게 
서포트합니다.

렌게클리닉《치과·내과》

렌게클리닉 위치《도보 : 약 3 분》

23번출구

츄오도오리

훼미리마트

신아와자공원 요츠바시스지

혼마치역

렌게클리닉
（국제통신사빌딩 2F）

J 국제학원

6

7

▲건강진단

근무처

제조회사

음식점

클리닝회사

호텔

청소업

복지시설

업무내용

번역·통역

홀 업무

키친 업무

이불 클리닝

객실 청소

청소업

개호 업무 전반

일본어레벨

상급

중급이상

초급도 가능

초급도 가능

초급도 가능

초급도 가능

초급도 가능

ATEC 위치《도보：약 1분》

츄오도오리

요
츠
바
시
스
지

혼마치역

ATEC
立売堀一番館

(이타치보리 1번관)5F

J국제학원

훼미리마트



부동산·기숙사 안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살고 싶은 집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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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오픈한 학생기숙사 입니다. 안전한 오토락, 방에는 가구·가전제품이 
완비되어 있어, 편안하게 신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 스페이스와 세탁기, 건조기는 1층 공용부에 있습니다.

비용

자전거 25분/지하철로 세정거장학교까지의 거리

기본 설비 에어컨, 냉장고, 침대, 책상, 의자, 의류수납랙,전기포트, 커튼, 전신거울, 쓰레기통
※이불세트는 별도 구입.

기숙사（1인실）【J House NAMBA】

이용료　　   37,000엔
관리비　　　  5,000엔　　수도광열비　　 8,000엔

1개월

입실료　　　53,000엔
기타비용　   40,000엔（※열쇠교환비용 및 클리닝비용 등）

신규입실시
비용

「학생기숙사」의 입주에 대해서는, J국제학원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株式会社
BeGoodJapan

쉐어 하우스

주식회사 BeGoodJapan 이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학교에서 자전거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BeGood난바 
에비스】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중국어·배트남어·영어 대응가능)
※학교 경유로 입실신청시 할인이 있습니다.

  ·입주 기간이 5개월일 경우 월1000엔, 6개월 이상일 경우 월6000엔이 할인됩니다.

  ·월액 500엔 자전거 주차장료 무료.

BeGood なんば恵美須【Be Good Namba Ebisu】

월세 47,000엔∼ 53,000엔

+ 12,000엔（관리비 수독광열비）＋자전거주차장500엔

자전거 19분/도보 49분

월세

학교까지의 거리

입주 신청에서
입실

입주 신청에서
입실

공실 확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입국·계약초기비용 해외송금 입주 안내

1인실

기숙사（4인실）
학교에서 자전거로 약20분안에 등교 가능한 물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실료 : 본과생 53,000엔(최소 6개월 계약), 단기생 32,000엔(3개월 계약)
※이 밖에 도보7분~자전거 20분이내의 기숙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당학원은,  학생 기숙사로 1인실 (전 36실), 4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회사 「아르카디아 관재」와 연계되어, 
전용 사이트에서 희망하는 조건으로 1인용 거주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BeGoodJapan」과 연계되어 있어 난바에 있는 쉐어하우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14분/도보 32분

주식회사 아르카디아 관재에서는 자전거로 약 15분안에 등교가능한 물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격대에 맞춰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기입주 플랜, 가구·가전제품 준비(유료), J국제학원 졸업후 물건 상담까지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어·한국어·배트남어·영어 대응 가능)

월세 31,000엔∼ 36,000엔
※공익비 별도월세

학교까지의 거리

자전거 8분/도보 14분

월세26,000엔~
（수도광열비／실비　인터넷비용／포함）

학교까지의 거리

（예시）

월세

문의하기

문의하기

문의하기

문의하기

（예시）

가구·가전제품
침대, 좌식 테이블, 이불, 전자렌지, 밥솥등 필요한 가구·가전제품을 사전신청, 관리회사에서 입주전까지 준비합니다. (유료)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참조 해주십시오. 상세 페이지에서 건물 외견·실내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건 소개 페이지에서
물건 선택

계약, 건물, 
설비에 관한 설명

초기비용 해외송금문의하기 입국·계약 입주 안내



7： 15【기상】

Start

RYNING NICKLAS

BENGT CLAES 의 하루

from스웨덴

일어나서 가볍게 아침식사후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14：00【쇼핑·점심식사】
채소 가격 등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18：00【저녁식사】

0：00【취침】
내일 준비후 욕조에
들어가 깨끗히！
안녕히 주무세요☆

학교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자전거로 약15분.
지각하지 않도록 수업시작 20분전에는 등교를 
합니다.

9：00【기상】
오후부터 수업이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침식사를 합니다.

10：00【공부시간】
어제의 복습, 오늘의 예습을
중심으로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1：30【취침】
오늘도 열심히 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1：00【숙제】
자기전에 30

정도 숙제.

17：30【저녁식사】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든든하게 먹습니다！

9

유학생의 하루

9：00【수업시작】

12:20【수업종료】
오늘 수업 끝！배고파！

「일본에 유학을 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만, J국제학원에 
입학한 날을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초급레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N1레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일본어 레벨이 오른 것은 예상 
밖입니다. 하지만 J국제학원 덕분에 일본어 레벨이 

향상된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방향까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이곳은 자신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곳입니다.

NICKLAS로부터
J국제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여러분께

여러분은 꿈이나 목표가 있나요?
유학생활을 시작하면 세계가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여러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다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붙잡으세요.

J국제학원은 그 찬스를 잡은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黄 姵瑄로부터
J국제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여러분께

20：00【릴렉스시간】

16：00【공부시간】

15：00【헬스클럽에서 트레이닝】
주3회정도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오늘은 상체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90분×2레슨
오늘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해야지!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시간.
주로 숙제나 그 날 배운 부분을
복습합니다. 
한자는 아직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나서 저녁식사 준비를 같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합니다！ 잘하는 요리는 카레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젼을 보거나 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00【점심시간】

학생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자전거로 약 20분
비가 오는 날은 힘들지만 자전거도 좋습니다.
항상 수업이 시작하기 10분전에는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가기전에 집에서 점심식사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23：00

【아르바이트 종료·귀가】
하루 5시간 일하고 귀가.
욕조에 들어가서 릴렉스 타임.

18：00【아르바이트 시작】
현재 주 3회 야키니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일본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16：40【수업종료】
오늘도 열심히 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13： 10【수업시작】
1레슨에 90분 수업은 집중하기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黄 姵瑄의 하루

From대만

오늘 점심은
볶음밥！

오늘 저녁은 무엇을

만들까?

근육 트레이닝을
좋아합니다！

Start



본과생

입학시기

입학원서접수（※학원에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학비송금（※입금확인 후,「입학허가서」를 보냅니다.）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입국편 정보를 알려주세요.）

일본입국（※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입국시,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수령）

플레이스먼트(레벨)테스트·오리엔테이션∼입학 

STEP1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2

STEP3

STEP4

STEP5

입학월

서류접수기간 입학학기 6개월 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5개월 전

심사결과 발표 2개월전 하순

입학·입국 수속 심사결과발표후

일본 입국 시기 입학학기 초순

(예시）4월

∼전년도 10월 말 

전년도 11월 중순

2월 하순

2월 하순∼3월 중순

4월 초

◆입학 자격

J무겐쥬쿠

10 모집요강 

※교재 및 교내외학습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교외학습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유지비에는 책임배상보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불에 대하여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금은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선고료를 제외한 납입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비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입학허가증명서]를 반환하고 입국 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선고료를 제외한 납입 금액을 환불합니다.
3.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입학허가증명서]를 반환하면,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 금액을 환불합니다.
4. 일본입국 후 입학식 전,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 및 입학취소 수수료(※수업료 3개월분 상당)를 제외한 금액을 귀국 확인 후(※귀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에 환불합니다.
5. 입학 후, 중도에 퇴학을 원할 경우, 각 학기 개강월의 1개월 전까지 퇴학계를 제출하면, 귀국 확인 후 또는 비자 변경 후(귀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또는 자격변경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 미수강분의 수업료를 학기 단위(※3개월) 로 

환불됩니다. (※단,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법령·교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분이 된 경우에는 학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제도…성적 및 출석률, 각종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조건은 다양하므로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1) 12 년간 (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
2) 30 세 이하인 자 ※ 30 세 이상인 경우 , 그 이유와 경력이 필요
3) 일본어학습 150 시간 이상 ( 일본어능력 N5 레벨 ) 을 수료한 자

◆신청절차

◆신청절차

입학시기 4월 7월 10월 1월

STEP1

∼ 3월 중순 ∼ 6월 중순 ∼ 9월 중순
∼전년도
12월 중순

일본 입국 시기 4월 초 7월 초 10월 초 1월 초

단기생

◆필요 서류
1) 입학 원서 일체 ( 입학 원서 2 장 , 수학이유서 , 서약서 )
 주 1）학력 및 직업 등의 경력은,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부 기입.
 주2）최종학력에서 5년이상 경과한 경우, 유학목적을 수학이유서에 상세하게 설명.
2) 여권 복사본 (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앞면 )
 ·여권 미소지자는 [ 기본증명서 ] 로 대체 가능 .
3)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현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재학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재직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퇴직 또는 경력증명서

5)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 및 성적표( 수험 경험이 있는자에 한함 ) ,또는 일본어학습력 증명서 ( 수강증명서 )
 ·일본어능력시험(JLPT)、 J-TEST、 NAT-TEST 、 TOP-J 등의 합격증 및 성적표
6)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가족관계공인서 및 호적등본(가족전원분) 출생증명서등
7) 사진 가로 3cm × 세로 4cm 8 장 （출입국재류관리국신청전 3개월 이전의 것）

∼경비지변자에 관한 서류∼
8) 경비지변서
 ※주 ) 지변하게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
9) 경비지변자의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및 수입증명서 원본
10) 경비지변자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료
 ·기업 등에 재직중인 경우→재직증명서　·기업등의 임원인 경우→법인등기부등록
 ·개인경영자의 경우→영업허가서 복사 등
11)  경비지변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１）단기입학원서
２）여권 사진면 복사본
３）사진 가로3cm×세로4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４）워킹홀리데이 사증면 복사본 (워킹홀리데이 코스 신청자)

※교재 및 교내외학습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교외학습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유지비에는 책임배상보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초청장 발행대금(30,000엔)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 상이).
※환불에 대하여　 1. 신청 후에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입학 후에 도중에 퇴학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입학원서접수 및 신청필수서류의 준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제출（※당학원이 대행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결과발표（※「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학교에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학비송금（※입금확인후,「재류자격인정증명서」및「입학허가서」를 보냅니다.）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입국편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일본입국（※입국시, 공항에서 재류카드의 수령 및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플레이스먼트(레벨)테스트·오리엔테이션∼입학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한 학기(3개월) 코스입니다.

서류접수기간
입학·입국 수속

입학시기

1월
4월
7월
10월

코 스 입학금 수업료 유지비 총 액 수업 시간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이 비자로 입국해야 함）】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 이외

1,000엔

0엔

10,000엔 175,000엔

147,000엔

186,000엔

148,000엔
9：00∼12：20
13：10∼16：30

（수업시간은 본과 코스와 동일합니다 .）

17：30∼21：00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야간 수업입니다.）

입학금
수강료（1 회）

1 과목

※J국제학원 재학생은 입학금 0엔, 그룹레슨 수업료 반액! 
　2과목5%, 3과목10%할인!
※별도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수업은 전과목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수업 스케줄은 개별 카운셀링 후 결정됩니다.
※그룹레슨 2 인이상.
※개인레슨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해 주세요.

외부 수강생

재학생

5,000 엔

2,500 엔

2 과목

5,000 엔

2,375 엔

3 과목

5,000 엔

2,250 엔

10,000 엔

0 엔

그룹 레슨
（1 회 2 시간）

과목별 8 회이상 실시

개강조건

수업료 유지비 총 액진학코스 선고료 입학금

총 액

50,000엔4월/7월/10월/1월학기(1년) 30,000엔 700,000엔 20,000엔 800,000엔

입학금선고료 수업료일반코스 유지비

30,000엔 50,000엔

700,000엔 20,000엔4월학기 (1년) 800,000엔

1,400,000엔 40,000엔4월학기 (2년) 1,520,000엔

1월학기(1년3개월) 875,000엔 25,000엔 980,000엔

30,000엔10월학기 (1년6개월) 1,160,000엔1,050,000엔

7월학기(1년9개월) 1,225,000엔 35,000엔 1,340,000엔

※ 7월학기, 1월학기는 인원을 한정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