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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모집코스 (정원 500 명) 

１. 유학 코스 정원 500 명 



 

일본의 대학원, 대학,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코스. 

일본유학시험 및 일본어능력시험 대책 마련을 위한 수업을 합니다. 

 

오사카문화국제학교 2017 년 3 월 진학현황 ： (재)일본어교육진흥협회 자료 

2017년 3월졸업생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본교 진학 정황 16.7％ 55.6％ 0％ 27.8％ 

일본 전국 진학 정황 10.5％ 28.2％ 0.9％ 58.7％ 

  2. 취직 코스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코스입니다.  

일본어 이외에, 이력서 작성방법, 취직면접 연습, 일본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용 

일본어 등을 수업합니다 

２ 입학시기 

《유학기간》 

코스 취학 기간 

2019년  1월 입학（１년 3개월） 2019년 1월 15일 ～ 2020년 3월 13일 

2019년  4월 입학（2년） 2019년 4월 8일  ～ 2021년 3월 10일 

2019년  7월 입학（１년 9개월） 2019년 7월 8일  ～ 2021년 3월 10일 

  2019년 10월 입학（１년 6개월） 2019년 10월 9일  ～ 2021년 3월 10일 

《서류신청기간》 

코스 서류 신청 기간 

2019년  1월 입학（１년 3개월） 2018년 6월 1일 ～ 2018년 9월 20일 

2019년  4월 입학（2년） 2018년 8월 1일  ～ 2018년 12월 2일 

2019년  7월 입학（１년 9개월） 2019년 1월 3일  ～ 2019년 4월 1일 

  2019년 10월 입학（１년 6개월） 2019년 3월 5일  ～ 2019년 6월 1일 

３ 원서 신청 자격 

12 년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４ 수업시간  

     1 일 4 시간 수업, １주간 20 시간、년간 800 시간 이상 

５ 선택수업 

    일본유학시험 총합과목・수학・물리・화학에 대한 대책 수업 있음（희망자에 한함） 

６ 심사방법 

서류 심사, 전화 심사 

７ OBKG E-Learning System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시스템 http://www.okagakuen.org/ 

     학교에서의 각종연락사항, 진학정보, 취직정보 등을 공유 합니다. 

８ 장학금제도 

    Ⅰ：오사카문화국제학교장학금（학내） 



 

     ①일본어능력시험 N1、N2 성적우수자 

     ②일본유학시험 성적우수자 

     ③우수학생장학금 １년２회 지급（춘기・추기） ５만엔×수명 

    Ⅱ：사비외국유학생학습장려비급부제도（학외）월액 30,000 엔×12 개월 

９ 학생 필요서류 

① 입학원서 (학교소정용지, 학생 자필)  

② 이력서 (학교소정용지, 학생 자필)（취학이유 일본어 번역 첨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일본어학습증명서（일본어능력시험 N5 정도, 또는 150 시간 이상의 학습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어 학습증명서）（일본어 번역 첨부） 《해당자에 한함》 

⑤ 일본어능력시험, J-TEST 등의 성적, 합격증명서 사본《수험자에 한함》 

⑥ 사진（3cm×4cm，３개월 이내 촬영한 것） 뒷면에 이름 기입 8 장 

⑦ 여권사본（기재사항전부） 《소유자에 한함》 

⑧ 재직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일본어 번역 첨부） 

10 경비지변자 필요서류 

① 경비지변서（학교소정용지・경비지변자 자필） 

② 은행잔고증명서（미국달러 ２만달러 이상, 일본 엔・현지 통화 가능） 

③ 학생과 지변자의 관계 증명（호적・주민표, 친족관계증명서 등） 

④ 경비지변자의 재직증명서 

⑤ 경비지변자의 수입증명서（최근１년간） 

경비지변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하기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세대전원기재된 것）） 

11 학 비 기 숙 사 비・  

전형료：20,000 엔（서류 제출시） 

입학시 납부금：                                 ２년차 납부금： 

코스 입학금 학비（1 년분） 교육활동비  ２년차 학비 교육활동비 

１년 3 개월 80,000 엔 600,000 엔 80,000 엔 150,000 엔 10,000 엔 

1 년 6 개월 80,000 엔 600,000 엔 80,000 엔 300,000 엔 20,000 엔 

1 년 9 개월 80,000 엔 600,000 엔 80,000 엔 450,000 엔 30,000 엔 

2 년 80,000 엔 600,000 엔 80,000 엔 600,000 엔 40,000 엔 

   주의： 본국의 일본영사관에서 비자 부교부의 경우, 입학금과 전형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보험・1 년분) 2만엔이 필요합니다. 

기숙사비（입실 희망 학생에 한함） 

입실료 7０，０００엔 환급불가 

기숙사비 １２６，０００엔 （３개월分） 

                             주의： 수도, 가스, 전기세는 실비부담 



 

 

일본에서의 평균생활비는-----약 80,000 엔~/월 (집세, 식비등 포함) 

유학생은 오사카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 28 시간내의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다(자격외활동).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19 조】 

 

 

12 단기코스 

 １，４，７, 10 월 신학기 개강 

《２개월 코스, ３개월 코스》 

단기코스 학비 

코스 전형료 입학금 학비 합계 

２개월 ￥0 ￥30,000 ￥100,000 ￥130,000 

３개월 ￥0 ￥30,000 ￥150,000 ￥180,000 

☆ 교재비는 실비 별도 부담（￥3,000～￥5,000） 

신청서류 

１． 입학원서（본교소정용지・학생본인 자필） 

２． 사진１장（３cm×４cm ３개월 이내 촬영한 것） 

３． 여권사본（소유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