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1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N1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학해서 일본어를 배운 후에 레벨업으로 

비 즈 니 스  클 래 스 에  진 급 하 는 것 도  

가능합니다.

상급Ⅰ 상급Ⅱ 비즈니스

3개월 3개월 3~6개월

J 국 제 학 원 에 서 는 「일 본 어 교 육 진 흥 협 회 비 즈 
니 스 일 본 어 준 수 프로그램 등록사업」의 인정교입니다.

● 4월 7월 10월 1월

● 20명　※정원이 차는대로 마감합니다.

● 일본어 능력 JLPT N1상당 （※SKYPE 혹은 유선면접）

● 대학 ∙ 전문대학 ∙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이어야 함

● 수업 및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

취업실적

STEP-UP

응원 · 협력기업

・国内大手電機メーカー
・株式会社 ナジック・アイ・サポート ・TKLプラス 株式会社 ・株式会社 ニューエスト
・ジェイライン 株式会社 ・株式会社 アセアン・フォーカス ・株式会社 アルカディア管財
・株式会社 歓喜旅行サービス ・株式会社 国際通信社 ・株式会社 アイビック
・株式会社 USPマネジメント ・医療法人 蓮華友愛会
・株式会社 報道通信社 ・株式会社 銀河ステージ
・株式会社 R.O.D ・れんげメディカルグループ
・株式会社 ATECアジア人材交流事業団

일본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당신에게

모의면접

기업과제

기업방문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는 여기에 있다！

J국제학원 비즈니스 클래스 개요

모집요강

요건

입학시기

정원

비즈니스 클래스

〒550-0012　大阪市西区立売堀1-1-3
E-mail：info@jcom-ies.co.jp  HP：http://jcom-ies.co.jp/kr/

부동산

식품 제조 업체

기계 제조 업체

의료교육기기 제조 업체

환경기기 제조 업체

요양보호사

소매 서비스

무역, 마케팅

운수업（패신저 어텐던트）

인재파견

제과 제조 업체

반도체 제조 업체

주택장비 제조 업체

노무 관리 컨설팅

여행대리점

약국

비영리 공익단체（지역 복지）

의류업

패스트 푸드 체인점

게임기 제조 업체

자동차 제조 업체

화장품 제조 업체

IT（시스템 엔지니어）

여객운송

비지니스 스쿨

중고차판매

음식점

안경 제조 업체

음료수 제조 업체

부품 제조 업체

IT（시스템 프로그레머）

호텔

어학 교육

섬유상사

초급

중급

상급

비즈니스

Japanese International School



오피스에서 배우기

들으며 배우기 체험으로 배우기

그룹으로 배우기

현장에서 배우기모의면접 기업방문

초청 강연 보란티어

기업과제

채용면접의 대책으로 기업과 협력하여 실제 기업의 오피스에서 모의면접을 실시합니다.

교실이 아닌 기업에서 인사담당자와 함께 모의면접을 진행하므로 실제와 같은 긴장감속에서 면접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현장을 체험합니다.

직원의 이야기를 듣는것 뿐만아니라 명함교환등의 체험을 통해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를 익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본에서 

일하기위해 필요한 노하우나 각 업종에 따른 

문화등을 배웁니다. 

※1 오후에는 필요에따라 개별 취업상담 ∙ 카운슬링을 실시합니다.

※2 Field Study(기업방문 ∙ 보란티어 등)시, 수업시간이 연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란티어 활동을 통한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일본인을 접함으로써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직접 느끼며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과제를 받은 후 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등 여러가지를 조사하며 조원이 힘을 합쳐 과제를 진행합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내선 전화를 

사용하여 용건을 전달합니다. 

1 방문

내선전화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2 응대

노크 후 입실합니다.

3 입실 명함교환 비즈니스매너 상품체험

면접시작. 

면접관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진행합니다. 

4-1 그룹면접 5 피드백

1대1 면접을 진행합니다.

1

2

월요일

취업활동 세미나

∙ 취업 진로 안내

∙ 실천 프로그램　

（면접대책, 

　Field Study 등）

취업활동 세미나

∙ 실천 프로그램

（기업과제

  프레젠테이션）

저널리즘 독해

비즈니스 회화 뉴스 청해

사회・문화사정 BJT대책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커리큘럼

면접후,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직접 

어드바이스를 받게 됩니다.

4-2 개별면접

텐진마츠리

오사카마라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