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전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업!

「교실 밖」과 같은 환경을 설정하여, 

일본어로 「말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느끼고  말할수 있도록 트레이닝 지도.

야간코스

17：30∼21：00（45분×4교시）수업 시간

초급Ⅰ・Ⅱ／중／상급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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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
（※이 비자로 입국해야 함）

3개월 3개월148,000엔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 이외

186,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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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Ⅰ・Ⅱ

중／상급

Japanese International School



아르바이트 소개

①법령에 의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는 소득의 

20.42％의 소득세를 징수되게 됩니다. (국내 원천 

소득세 명목)

②학생에게서는 소개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

J국제학원의 학생은 렌게클

리닉의 [무료저액진료제도]

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에게 문의해 주세요.

J 국 제 학 원 과  동 일 한  그 룹 회 사 인  인 재 파 견 회 사「 A T E C  

아시아인재교류사업단」이 일본어능력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합니다. 또한, 그룹기업인 개호(간병)

시설에서 개호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드라마 일본어』의 수업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았다
71％

좋았다
29％

●간사이 사투리 수업은
　어떻습니까?

●일본어로 대화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야간코스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좋았다
86％

좋았다
14％

J국제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J국제학원에서 공부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할수 있다.
65％

조금 이야기 할수 있다.
28％

그다지 모르겠다.
7％

별로였다
0％

별로였다
0％

정말 재미있어요! 이 트레이닝은, 평소에 길거리에서 사용할수 있는 일본어를 
배우므로, 매우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몇일전에도, 미용실에 갔을때, 수업에서 
배운 일본어를 사용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므로 더 빨리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중에 오사카 사투리를 공부할수 있는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도 선배에게 일을 배울때에 빨리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일본인과 이야기 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회화 트레이닝을 
반복함으로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일본인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절대 
추천합니다!

학생의 목소리

국제교류파티

배 운 일 본 어 를 사 
용 하 여 일 본 인 과 
실 제 로 커 뮤 니 케 
이 션 체 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