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京
TOKYO奈良

NARA

神戸
KOBE

京都
KYOTO

大阪
OSAKA

ECCアーティスト美容専門学校3号館

ECC国際外語専門学校3号館

キャンパス
徒歩約10分

ＪＲ 大阪駅

電車で約10分

道頓堀（なんば）

電車で約30分

神戸三宮

電車で約30分

京都

電車で約50分

奈良

電車で約60分

関西空港

電車で約2時間30分

東京

본교에서는 TIPNESS(간사이지방 TIPNESS 9 점포)와 제휴해, 즐겁고 건강하게 

체력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력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 등의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트레이너의 지도로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수영장 등 취향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준비. 물론 샤워실과 욕실도 완비되어 있읍니다. 본교 재학생은 

특별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카디오 트레이닝존

스튜디오

●점포에 따라 시설설비는 다릅니다.

간사이지방
TIPNESS 10점포

이용 가능!

피트니스(fitness, 운동)
클럽 프로그램 캠퍼스는 오사카・우메다

학교 정보

오사카는 동경 다음으로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서일본의 중심지입니다. 쇼핑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교육기관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비하면 집세나 식비가 저렴하고, 생활하기 쉬운 것도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입니다. 특히 음식이 「싸고 맛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근처의 도시로는 일본 

발상지인 나라와 천년 간 일본의 수도였던 쿄토가 있어 일본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J R오사카역, 지하철 우메다역을 비롯해 

학교로부터 도보 10분 권내에 5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통학, 취직 활동은 물론, 휴일은 

근처의 역사적인 도시인 교토, 나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오사카는 동경 다음으로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서일본의 중심지입니다. 쇼핑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교육기관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비하면 집세나 식비가 저렴하고, 생활하기 쉬운 것도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입니다. 특히 음식이 「싸고 맛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근처의 도시로는 일본 

발상지인 나라와 천년 간 일본의 수도였던 쿄토가 있어 일본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J R오사카역, 지하철 우메다역을 비롯해 

학교로부터 도보 10분 권내에 5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통학, 취직 활동은 물론, 휴일은 

근처의 역사적인 도시인 교토, 나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FAQ

 장학금제도는
있습니까?
일본학생 지원기구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학습 
태도,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학교내에서 선발합니다. 
또한 본교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오.

Ｑ．
Ａ．

통학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사카후인가의 전문학교이므로, 대부분의 교통기관의 
교통정기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격보다  약 
50~60% 할인됩니다.

Ｑ．

Ａ．

학교설명회는 
있습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실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 
설명회와 개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ECC유학생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Ｑ．
Ａ．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가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등 학교가 장기 휴교중일때에는 1일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Ｑ．
Ａ．

일본에서의 취직은
가능합니까?
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는 취직비자 관계상 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전문학교와 
국제외어전문학교에 관해서는 학습하는 코스와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일본에서 취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학교 입학전의 
직업경력과 학력도 취직비자를 신청할때에 영향을 
끼치므로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 분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Ｑ．

Ａ．

학비감면제도는
있습니까?
전문지식·기술을 배우는 코스에는 본교의 
독자적인 유학생 학비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합격자 전원에게 일본인 학비보다 
2년간 최대 101만엔 감면이 있습니다.  
일 본 어 를  중 심 으 로  배 우 는  코 스 ( E C C
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및 대학진학 
코스 등)은 유학생 전용 학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Ｑ．

Ａ．

수영장

기능적 트레이닝

본
학원
제휴

2021년 4월생 유학생 입학 안내

COLLEGE GROUP

98.9
취업률취업률

％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유학생 대상 코스)

명명189

OSAKA

217명명

2017년~2019년실적

ECC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소수제·능력별 
수업으로 

일본어를 배움

ECC국제외어전문학교
호텔,여행,영어,무역

ECC국제외어전문학교

게임,3DCG, IT, Web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

ECC컴퓨터전문학교

미용,네일,메이크업,웨딩, 특수 메이크 업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전문 지식・기술을 
배워 일본에서 
취직을 목표

일본에서
진학을 목표

대학/대학원

일본어능력시
험합격자수

일본어능력시
험합격자수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합격 

득점
300점 이상 취득자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합격 

득점
300점 이상 취득자N1



일본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것과 더불어 수업 외에도 일본 학생과의 교류의 장소가 만들어저 있읍니다.  일본 친구를 
만들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유학생활을 더욱 충실히 만들어 장래의 직업에 도움이되는 경험이 됩니다.

영어회화교류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 철저한 취업지원
본교에서는 유학생이 효과적인 취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졸업 전 년도부터 취직준비를 진행합니다.  

업종, 직종 내용의 이해나 취직시험의 대책등을 수업, 개별 지침에 의해  정중하게 지도 합니다.
ECC국제외어전문학교에 있는 영어회화교류 공간(ECC International Plaza)에서 평일 점심 시간과 

방과후 원어민 강사와 영어로 대화 할 수 있습니다.

ECC
COLLEGE
GROUP
이라서 가능한

다채로운 진로선택

STEP①
일본어 능력을 익힌다

STEP②
희망 진학교 

STEP③
꿈을 현실로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 진학 코스

대학원/대학

일본의 대학

취득학위: 학사

일본의 대학원

취득학위: 석사・박사
특색①
일본에서의 진학이나 취직을 
생각해서 목표에 따른 일본어 
능력을 익힙니다.

특색②
일본유학시험(EJU)및 
일본어능력시험(JLPT)대응 
커리큘럼 

특색③
진로지도 직원이 진로지도(진학, 
취직 등)를 실시합니다.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컴퓨터전문학교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취득칭호 : 2년간 이상 : 전문사, 
              4년 간 : 고도 전문사

일
본
・
모
국
에 

취
직

과거에 다수 국공립대학, 
유명사립대학에 진학시킨 지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수 국공립대학, 유명사립대학에 
진학시킨 지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학교에서 전문 기술을 익혀 
취직지도를 받을 수 있읍니다.

진학 지도

진학 지도

대학원진학

대학3학년 편입

진학 지도

내부 진학 

취업지도

취업지도

내부 진학 

※코스내용· 커리큘럼등은 일부 정정, 추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사 학위에서 수험 할 수 있는 대학의 3학년에 편입 입학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을 위한 수업과 지도는 없습니다.)

매일 국제교류40개국 2800명1000명

유학생 일본인

※2018년 4월~2019년 3월 재적수 

학교법인 야마구치 학원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컴퓨터전문학교,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의 안에서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에 속하고, 2년제 이상의 코스에서는 

전문사의 칭호를 졸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이에서도 규모가 큰 종합 학교입니다.

클럽, 동아리 지구제 버디(buddy)제도 취직 대책 비지니스 매너 강좌 취직 메이크 업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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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호텔 / 여행 / 영어 / 무역

매일 국제교류
충실한 실천형수업

일본 영어검정협회로부터 과거 14년간에 13
번 수상하고 있습니다. 「영어 검정시험」은 
연간 지원자총수 300만명의 
자격시험으로서는 일본최대의 
검정시험입니다. 일본전국의 약 3,000교있는 
전문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가 선출되는 
「문부과학대신상」과「우수 단체상」이 
영어교육 NO.1라고 불리는 ECC국제외어교육 
방식의 입증이 되었습니다.

문부 과학대신 장려상(2007년・2009년・2012
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
년수상)・・・일본 전국의 전문학교중에서 상위 1교만 수상. 우수단체상(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수상).... 일본 전국의  전문학교중 상위5교만 수상. ※2013년 3월부터 「우수단체상」은 
없어지고,「문부과학 대신상」1교만 수상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개성과 적성을 파악하고 있는 담임이 취직활동 대책을 같이 
생각합니다. 업계의 동향과 기업마다의 채용경향을 파악해 진로 
지도과와의 연계로 학생의 의향도 존중한 기업을 소개. 각각의 희망 
진로나 취직활동 상황을 파악해 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구인정보 
소개, 수험 기업에 맞는 엔트리 시트 첨삭, 면접지도를 세분화해 
일대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2020년 3월 졸업생 취직 실적

100％
일본 국내 
유학생 취직률

영어교육의 No.1

전국의 전문학교 3000교중

영어검정실적No.1
14년간 13번 단체상을 수상한 유일의 전문학교

ALL ENGLISH의 공간

EJP

영어 습득 룸

ECC Japan Plaza
EJP(ECC Japan Plaza)는 유학생과 일본 학생이 교류하거나 유학생이 일본 문화를 배울수 있는 장소를 말함. 
국제인을 목표로 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본,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과 문화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방법을 
배울 절호의 장소입니다.

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

ELC 영어의「 모르다 」를
「할수 있다」로 바꾸다!

일본인,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과 문화
교류가 되다!

English Learning Center
English Learning Center(ELC)에서는 영어검정과 토익 대책, 수업의 의문점 등 영어에 관한 모든 질문, 상담 OK! 
일대일 지도가 받을 수 있으며, 한층 더 스킬 업으로 연결 됩니다. 

E I P
ECC International Plaza
EIP에서는 “No Japanese, No Silence”가 유일한 룰.  실수를 두려워해 침묵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머리속에서 일본어를 “Shutout”해서 생각나는 영어 문구를 망설임 없이 말해봄. 매주 수업에서 발표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관해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랑 클래스외의 학생들이 모인 장소에서 토론해봄. 그렇게 하는 동안 
귀가 익숙해져 “Englishworld”가 점점 넓어집니다. 하지만 일본어 금지 공간에 처음 들어가는건 불안하지만, 
그럴땐 초보자 환영 비기너 테이블로. 편하게 듣기 연습이나 친구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심입니다. 

원어민 
강사랑 많은 
이야기를 해 
영어력UP!

에서 수업외에도 영어
삼매경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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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소개

※업계동향이나 회사정세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비지니스 전반에서 활약하기 위한 지식, 영어능력을 취득. 해외 거래처와 영어로의 교섭, 프레젠테이션력등 
국제 비지니스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스킬의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 무역전공 국제비즈니스 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국제 비즈니스 론 ●부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교육 ●국제 비즈니스 연구

●무역실무검정(C급) ●실용영어 기능검정( 2급 이상) ●TOEIC (700점 이상)
●비지니스 능력검정( 2급이상) ●비서 기능검정(2급이상) ●서비스 응접검정(준1급)
●일상부기 검정(3급이상) ●Word문서처리 기능검정 시험(2급이상)
●Excel표 계산처리 기능검정 시험(2급이상)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처리 기능검정 시험(상급) 

해외 영업 / 기획, 판매, 바이어 / 수출입 업무 목표직종

상사・제조업 / 무역・물류 / 의류업 등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직종

원어민 강사의 수업에서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며, 통역사, 번역가의 훈련법으로 영어능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종합 영어 코스 종합 영어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ActiveTalk ●DailyEnglish ●SurvivalEnglish ●Speaking＆Techniques ●BusinessEnglish
●서킷 영어 교육 등

●실용영어기능검정( 2급이상) ●TOEIC( 600점이상) ●Word 문서처리 기능 검정 (2급이상) 등

주요 커리큘럼

목표직종

각각의 영어능력에 따른 ECC국제외어 독자의 영어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여행, 국내여행, 인바운드로 불리지는 
방일 외국인 여행,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있는 만능한 인재를 육성합니다.

여행 코스 호텔, 관광 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투어 가이드 서비스 ●외국인 투어 실무 ●투어 기획 ● 해외 지리・관광 자원 
●여행업계의 법률・약관 ●국내 운임・요금 등

●종합여행관리책임자 ●국내여행업무취급관리자 ●종합여행업무취급관리자(국가 자격)
●여행지리검정(중급이상) ●국내여정관리책임자 ●토익(600점 이상) 등

여행사 직원 / 인바운드 가이드 / 카운터 판매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직종

소수제 수업에 의한 높은 서비스력을 익힘과 동시에 최근 채용시험의 경향에 맞춘 서류, 필기, 면접대책등도 철저히 
지도합니다. 또한, 숙박부의 배속에는 영어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롤 플래잉 형식으로 
실천적인 접객 영어를 몸에 익혀 갑니다. 1년생 여름 방학에는 일본 국내에서 인턴십을 경험해 즉전력을 익혀 호텔 
업계에 취직을 목표로 합니다.

호텔 코스 호텔, 관광 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프론트 오피스 서비스 ●호텔리어 코디네이터●Food & Beverage ●Hotel English ●레스토랑 서비스 등

●실용영어 기능검정시험( 2급이상) ●TOEIC( 600점 이상) ●레스토랑 서비스기능 검정시험(국가 자격)
●서비스 간호사 검정 ●서비스 응접검정 등

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직종

유학생 내정 실적(일부)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직  종직  종내정 기업명출신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ジャッツ関西
郵船ロジスティクス㈱

Joyful喜一ホールディングス㈱
㈱空港専門大店
サラヤ㈱
サラヤ㈱

㈱グリーンオーナメント
清川㈱

エフシースタンダードロジックス㈱
㈱ウエ・ルコ

여행

국제물류

상사, 제조사

소매(면세점)

상사, 제조사

상사, 제조사

상사, 제조사

상사, 제조사

국제물류

상사, 제조사

통역 안내

종합직 

종합직 

판매

해외 사업부 스텝

해외 사업부 스텝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영업

국내·해외 호텔의 숙박 부문(프런트 스탭·벨, 도어 스탭·안내계 등)

ECC국제외어전문학교



호텔 / 무역, 상사・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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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취직 지원도 충실

내정 실적

글
로
벌 

호
텔 

전
공

호텔 몽트레(주)

TOK YU HAN씨
종합직

그룹 면접에서 유창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학생이 
옆 에  있 어 도 긴 장  할  필 요 가  없 습 니 다 .  이  회 사 에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말레이시아 

(주)호텔 니코 오사카

NGUYEN TRAN THUY TIEN씨
종합직

예전에 저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동안 자연히 영어와 일본어가 향상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니코 호텔은 저의 고향 
호치민에도 있어 예전부터 동경하고 있었는데 내정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입사후는 어떤일도 적극적으로 도전 해가고 싶습니다.

베트남

업  종내정 기업명출신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베트남

베트남

미국

중국

성  명

Tok Yu Han씨

Nguyen Cam Quyen씨

Rev Kanthale Seewalee Thero씨

Dinh Thi My Kim씨

Nguyen Tran Thuy Tien씨

Bharksuwana Audy Chupongs씨
Li Xiang씨

ホテルモントレ株式会社
株式会社Rino Hotel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Rino Hotel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Rino Hotel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ホテル日航大阪
株式会社阪急阪神ホテルズ

京都インギオン

종합직

종합직

호텔 스탭

호텔 스탭

종합직

호텔 스탭

종합직

글
로
벌 

비
지
니
스 

전
공

(주)유타크스

INTATED PEERADA씨
종합직

내 정 되 어  주 위 분 들 에 게  칭 찬 을  받 음 으 로 서  전 보 다  
자신의 일본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졌습니다.

태국

(주)신조 인터내셔널

陳　柏霖씨
무역업무

취업활동에서 중요한것은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 Never 
give up정신 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기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밖에 경험할 수 없는 신입 
사원 채용취업 활동에 후회를 남기지 말것. 자기만의 
취업활동의 축을 세워 마지막까지 앞으로 향해 나가십시요 .

대만

업  종내정 기업명출신국

베트남

스위스

태국

이탈리아

베트남

대만

대만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이탈리아

베트남

성  명

Nguyen Thi Le씨

Garvin Karen Lizzie씨

Intated Peerada씨

Villari Daniele씨

Do Thi Hong Nhung씨

陳　柏霖씨

李   拍毅씨

Tang Dinh Tai씨
Tran Thuy Bao Ngoc씨

Nguyen Thi Thu Thuy씨
Tan A Lai씨

Tran Phuong Tram씨

Tran Thi Hoai Phuong씨

Le Nguyen Tram Anh씨

Dang Thi Yen씨

Ancora Samuel씨
Nguyen Hoai Nam씨

株式会社コノミヤ
株式会社フクナガエンジニアリング

株式会社ユタックス
株式会社リークラボ・ジャパン

株式会社ワン・ダイニング
株式会社新城インターナショナル
株式会社大阪真空機器製作所

株式会社竹延
株式会社豊明

大黒天物産株式会社
大黒天物産株式会社
大黒天物産株式会社
大黒天物産株式会社
大黒天物産株式会社
大黒天物産株式会社

辰野株式会社
白ハト食品工業株式会社

종합직

마케팅직

영업직

해외 영업직

종합직

무역업무 

종합직

종합직

무역업무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종합직

비자 취득율

100％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진로지도과가 행정사 사무소와 연결하여 
일본에서의 취업 비자 취득까지 철저히 
지원합니다. 최종학력이 고졸, 단기대, 
대졸에 관계 없이 매년 다수의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숙박 체험

 인턴십 (호텔) 인턴십 (호텔)

인턴십(비지니스)인턴십(비지니스)

유학생 취직 지침유학생 취직 지침

모의면접모의면접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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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소개

글로벌 호텔 전공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흐름

호텔 업계에서 필요한 「전문력」을 배워 고객에게 기쁨을 줄 「환대력」을 키웁니다.
2030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6000만인 유치를 향해, 일본의 관광 입국화는 점점 과속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의 방일 관광객에게 
다국어+질 높은 접객력으로 환대 대응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합니다. (입학시 일본어 N3레벨 이상)

목표 직종

글로벌 호텔 전공의 특징

「이문화 이해력」 「실천 일본어력」 「국제 비지니스 지식」을 익혀 일본회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힘을 기릅니다.

일본 문화를 배움에 더해 일본 기업에 근무할때 요구되는 높은 일본어력과 비지니스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모국이랑 연결하는 다리역활이 될 업종(무역・
국제 비지니스 등)에서는 외국인 특유의 착상이나 아이디어가 일본에서 큰 가치를 생성합니다. 일본과 세계의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비지니스 전공 목표 직종 상사, 무역회사, 제조사의 해외업무부 등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흐름

호텔(프런트, 벨, 안내, 숙박예약등)

전문력 

인간력 

국제력

이벤트, 
과외활동,

그 외

1년차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2년차

비지니스 기초・응용 지역기여・서비스 학습

관광접객 일본어

숙박 Sales&Marketing

Food&Beverage 기초

일본문화 연구 인바운드 대책

인턴십 

호텔 견학

오미 히노초 홈스테이 연수 후쿠시마 모니터투어 연수

지구제 

제휴 호텔과의 이벤트 기획 운영

여행박람회 출전(칸사이 국제 공항) 숙박시설의 기획・발표회

 Hotel English 호텔 경영・경영 분석

프런트 오피스 서비스

취직대책

비지니스 일본어, 어휘문자, 컴퓨터 조작, 프레젠테이션 

영어검정・토익대책

전문력 

인간력 

국제력

이벤트, 
과외활동,

그 외

1년차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2년차

국제 비지니스 초급

최근 비지니스 사정

오미 히노초 홈스테이 연수 

인턴십 

비지니스 기획 발표

졸업 연구

경영개론

부기・무역 실무 기초

비지니스 매너 일본 문화 연구

지구제 

영업&마케팅 기초

부기・무역 실무 응용

데이터 분석 기초

재무 제표 분석

영업&마케팅 응용

부기・무역 실무 발전

데이터 분석 응용

국제 물류

취직 대책

비지니스 일본어, 어휘 문자, 컴퓨터 조작, 프리젠테이션

영어 검정, 토익 대책

비지니스 매너

1.국내외의 고객에게 대응 할 수 있는「접객일본어력」과 「영어 운용력」을 익힘.

2. 1년차에 인턴 쉽으로 호텔 현장을 경험

3. 실질적인 전문과목을 통해 서비스 매너를 배워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진정한 호텔리어가 된다!

글로벌 비지니스 전공의 특징
즉전력이 되는 전문 지식을 익힘!

상사나 제조업등의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업의 재무 상황을 배웁니다.무역 실무・부기
영업&마케팅・데이터 분석
국제 비지니스・경영 개론

기업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분석과 기획 입안(立案)을 할 수 있는 힘을 육성합니다.

비지니스를 이해함에 필요한 전문 용어와 기업이 이익을 올리기 위한 흐름에 관해서 배웁니다.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

※업계동향이나 회사정세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경우가 있습니다.



충실한 기업제휴

유학생 내정 실적(일부)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총
연간250사 이상과 제휴(게임) 총

연간180사 이상과 제휴(IT)

G
A
M
E

IT・
W
EB

게임 / 3DCG / IT / 시스템 엔지니어 / WEB
ECC컴퓨터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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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스타일에 맞춘 
실력 향상이나 작품 제작에 힘쓸 수 있도록 입학생 
전원에게 노트북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중에는 대여, 졸업시에는 증정)

연중 업계의 프로로 부터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직접 오거나, 회사 개요나 업무 내용, 요구하는 인재, 
업계동향 등을 자세히 설명 받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는 업계의 취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세가 인터랙티브

陈　跃宗씨

게임 프로그래머

자신의 팀을 가진 리더가 되어 대히트 게임을 
만들고 싶읍니다. 선생님이 목표에 도달할 
수있는 길을 보여 주므로 걸어가는 가는것은 
자기 자신의 다리를 사용해 걸어 가 주십시오.

중국

(주)캅콘

呉　宗宣씨

게임 디자이너(3D)

어떤 상황에도 도망치지 않고 답을 찾아 내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ECC

DORONZO DAVIDE FRANCESCO씨

사내 개발 요원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을 그상황에 맞추다」가 아니라 반대로
「 상황을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맞춰 극복하다」그런 방법을 
찾읍시다. 일본은 많은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의 하기 나름입니다. 힘내세요!

이탈리아 

(주)멘바스

刘　妍妍씨

Web프로그래머

배속된 장소에서 일을 익혀 기술을 닦아, 언젠가는 
칸사이에 돌아와 지도할 수있는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의 기회가 있으면 어플 
개발등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중국

다수의 기업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진로지도과가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나 업계에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이 방문해 기업 설명회를 개최. 취직을 
목표로하는 기업의 
업 무  내 용 과  
요구하는 인물상을 
직 접  들 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본교에서는 일본최대 게임대회「일본 게임대상」
아마추어 부문에 매년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상이력
2014년 일본 게임대상 아마추어 부문 우수상 W수상
2015년 일본 게임대상 아마추어 부문 노력상
2016년 일본 게임대상
아마추어 부문 노력상
2017년 일본 게임대상
아마추어부문 대상수상, 
개인수상, 노력W수상
2018/2019 년 노력상

본교는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의 기초가되는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국가시험)에서 오사카부에서 최고의 
합격자수(가을 합격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전원에게 고성능
노트북을 무상지급

    ※유학생의 일본국내
취직율100%

소인수 & 레벨 별 수업영어회화 학급 공간

일본 게임 대상 아마추어
부문 6연속 수상!!

기본 정보기술자 시험
(국가자격증)의 합격자 수가 

오사카부에서 최고.

점심시간에 유학생과 일본 학생이 게임을 주제로 
자유롭게 회화를 할수 있는 영어회화 학습공간. 이해 
안되는 영어가 있으면 원어민 강사가 정중히 가르쳐 
줍니다.

게임분야나 IT업계를 목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기술」을 
ECC컴퓨터전문학교에서는 중요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언어, C++, 자바, VB등의 중요 과목은 최대 
15~20명으로 소수 정예제로 수준별 수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와의 거리를 좁혀  같은 수준의 
친 구 들 과  
학습함으로 학생 
개인별 이해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

６7명
※실적은 일본인, 유학생의 
  총 수 입니다.

합격
실적

코드명 内定先企業名 직종출신국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게임 프로그램 개발 코스

게임 개발 전문가 코스

게임 개발 전문가 코스

CG 디자인 코스

CG 디자인 코스

CG 디자인 코스

CG 디자인 코스

(株)GOOFEES

(株)ピグミースタジオ

(株)ダイナモピクチャーズ

(株)サクセス

(株)ヘキサドライブ

(有)アプライズ

(株)D4A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디자이너(3D)

모션캡쳐

게임 디자이너(2D)

게임 디자이너(3D)

게임 디자이너(3D)

게임 디자이너(3D)

코드명 内定先企業名 직종출신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대만

중국

한국

타지키스탄

IT개발 연구 코스

IT개발 전문가 코스

IT비지니스 지원 코스

시스템 엔지니어 코스

시스템 엔지니어 코스

시스템 엔지니어 코스

시스템 엔지니어 코스

ネクストウェア(株)

フルタニ産業(株)

(株)マスイ

(株)FLYING BIRD

(株)ソフトウェア・サービス

デジタル・インフォーメーション・テクノロジー(株)

フィラーシステムズ(株)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

기술직(CAD)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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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개발, 데이터 베이스개발등 시스템 엔지니어의 기초가 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움. 
다기간에 즉전력이 될 능력을 익힙니다.

국제 엔지니어 전공
시스템 엔지니어 전공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2년제/전문사 취득

●C언어 ●JAVA ●Web연습 ●SQL ●일본어 표현 중급・비즈니스 일본어 중급 ●취업대책・비지니스 매너

시스템　엔지니어 / 시스템 프로그래머/ CAD기술자 / 
내장 제작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코스

유학생 한정

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뎃생 ●배경 퍼스 ●캐릭터 디자인 ●게임 제작 프로젝트 연습 ●2D작품 제작 연습주요 커리큘럼

디자인의 기초부터 Web제작의 전 공정을 배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Web디자인으로 해결할 능력을 익힙니다.

Web디자인 코스 멀티 미디어 연구 학과/3년제/전문사 취득

● HTML ●Web설계 ●크리에이티브 워크 ●Illustrator ●Photoshop ●색채 구성 
●디자인 그룹 제작

WEB디자이너 / WEB디렉터 / 마크업 엔지니어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게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전부 습득. 크리에터에 의한 특별 지도와 인턴십으로 작품력을 향상시켜, 팀 
제작의 인간력을 기릅니다.

게임 프로그램 전공 고도 정보처리 연구 학과/4년제/고도전문사 취득

게임 프로그램 개발 코스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3년제/전문사 취득

●C언어 ●게임 정보처리 ●3D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제작 ●CG개론

모바일게임 게임프로그래머 / 게임 프로듀서 / 게임 디렉터 / 
게임 프로그래머 / 게임 어플 프로그래머 / 게임 시스템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 전문가 코스

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등 개발기술을 깊이 배우는 방면 네트워크 능력과 인프라 구축・설계를 마스터 할 수 있는 
코스.  커뮤니키이션 능력의 향상과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IT개발 전문가 코스 고도 정보처리 연구 학과/4년제/고도전문사 취득

IT개발 연구 코스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3년제/전문사 취득

●하드웨어 개론 ●소프트웨어 개론 ●Java ●Web ●SQL●IT 시스템 개발 ●Cisco 네트워크

프로젝트 매니저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2DCG와 캐릭터 모델 작성, 모션 넣기등 게임 제작의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CG능력을 익힙니다.

게임 CG 전공 고도 정보처리 연구학과/4년제/고도전문사 취득

●3DCG캐릭터 애니메이션 훈련 ●3DCG모델링 훈련 ●게임 2D아트 기초 훈련 
●게임 3D아트 기초 훈련

게임 CG디자이너 / 3D모델링 디자이너 / 
3D모션 디자이너 /캐릭터・배경 모델러 / 이펙트 디자이너

게임 개발 전문가 코스

CG디자인 코스

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다양한 장르의 게임 캐릭터를 시작으로 배경과 무기등을 미술적 시점으로 디자인을 해, 오리지널의 세계관을 2D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힙니다. 

게임과 영상을 의식해 그래픽의 질을 추구한 3DCG 영화나 사진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힙니다.

3DCG 전공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3년제/전문사 취득

3DCG 전공 멀티미디어 연구 학과/3년제/전문사 취득

●스케치 기법 ●캐릭터 디자인 ●2D일러스트 제작 연습 ●게임 배경 아트 연습

캐릭터・배경 모델러 / 게임모션 디자이너 / 이펙트 디자이너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업계동향이나 회사정세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1위 & 5번의 전국 대회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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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TS in L.A 2017 뷰티 부문、2019특수 메이크부문 학생 기술 대회에서 세계 1위. 전일본 
헤어 메이크업 선수권 5회 전국1위를 획득. 전국 톱 클레스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학내 에스테 살롱이나, 네일 살롱, 특수 메이크업 공방, 촬영 스튜디오 등 항상 프로 
현장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내 네일 살롱"LAPUA", 에스테 
살롱"Malie"에서는 일반 고객에게 시술해 기술과 접객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청결감이 넘치는 기능적인 환경입니다.

※((주의) 본교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의  취업비자는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첨단의 시설・설비를 완비

네일이나 메이크업, 웨딩관련등 여러 현장에 나가 실습하거나, 
TV나 CM, 무대 등 실제의 촬영 현장에서 헤어 메이크업의 
어 시 스 턴 트 를  경 험 합 니 다 .  기 술  뿐 만  아 니 라 ,  매 너 ,  
커뮤니케이션력, 행동력 등 여러방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턴십·연수제도

일부를 제외하고 실기 수업은 1학급 24명 이하인 소수제 
학급입니다. 각각의 페이스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고 개개인의 
이해도를 예의 주시합니다. 질문하기 쉽고,  충실한 내용의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소수 정원제 수업
영어 실력에 따른 레벨별 학급이므로 영어 초보자라도 안심입니다.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실전 수업에서 접객 영어 회화가 가능한 미의 프로를 꿈꿉니다.

영어회화 수업

미용 / 네일 / 웨딩 / 메이크 / 특수 메이크 업

11

코스 소개

1클래스에 30명 이하, 정원 60명의 소수제로 한명 한명을 제대로 지원. 확실하게 기술을 익힙니다. 이 코스에서는 
세계 기준의 미용 자격인「 City & Guilds Accredited Programme SKILL 1」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메이크업도 
높은 수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활동의 폭도 넓어 집니다. 

미용과 2년제 / 전문사 취득

●미용 실습(커트, 샴푸, 염색) ●헤어 메이크업 실습 ●관계 법규・제도 ●위생 관리
●미용 기술 이론 ●미용 운영 관리 ●살롱 실습

●미용사 (국가 자격) ●City&Guilds Accreditation SKILL1등

미용사 /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  컬러리스트 등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 자격증

네일 학교의 강의 시간은 300시간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ECC아티스트는 1200시간 이상.  2년 코스 특유의 풍부한 
수업 내용에서 네일 케어부터 고도의 네일 아트까지 폭 넓게 배웁니다.  학교내의 네일 사롱에서 일반 고객에게 
시술을 해 접객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일의 실력이 확실히 습득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일 아티스트 코스 아티스트학과 / 2년제/여자 한정 / 전문사 취득

●아트 네일 ●스컬프처 네일 ●젤 네일 ●커뮤니케이션 ●메이크업 등

●JNEC 네일리스트 기능 검정( 1급) ●JNA 젤 네일 기능검정 (상급)
●네일 살롱 위생 관리사 ●서비스 응접검정( 준 1급)� AFT 색채 검정(2급) 등

네일리스트 등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 자격증

고객에게 맞는 다양한 메이크 기술, 피부/화장품 기초 지식과 접객 판매 기술, 컬러 코디네이터 등도 습득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객할 수 있는 뷰티 어드바이저를 목표로 합니다.

뷰티 어드바이저 코스 아티스트학과/2년제 / 여자 한정 / 전문사 취득

●기본 메이크업 ●페이셜 에스테틱 ●컬러 코디네이션 ●피부/화장품 지식

●JMA메이크업 검정 Basic Professional 코스 ●서비스 응접검정 (준 1급・2급)　
●일본 에스테틱협회 인정 페이셜 에스테틱자격●A・F・T색채 검정(2급) 등

뷰티어드바이저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 자격증

아티스트 학과 / 3년제 / 전문사취득

특수 메이크 업/조형 기술 뎃생을 메인으로 해외도 시야에 넣은 영어 회화도 포함해 기초부터 확실히 배웁니다.

특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스
● SFX메이크업 ● SFX포토 디자인 ●헤어&메이크업

●Ａ・Ｆ・Ｔ색채 검정(2급) 등

특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 테마 파크 관리 스탭 / 
식품 샘플 제작 스탭 / 피규어 메이커 제작 스탭 등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 자격증

웨딩 헤어 메이크, 의상 피팅, 기획, 연출 등 각 분야의 실질적 기술, 매너를 배웁니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같은 
다양한 식장 등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현장력을 기릅니다.

브라이덜・ 웨딩 코스 아티스트 학과 / 2년제/여성 한정 / 전문사취득

● 웨딩 헤어&메이크업 ●드레스 피팅 ●웨딩 플래닝 스킬 ●플래너 훈련

●웨딩 코디네이트 기능검정（국가 자격） ●BIA인정 웨딩 코디네이트 보좌 자격
●매너・프로토콜검정( 3급) ●서비스 접객 응접검정 (준 1급) ●Ａ・Ｆ・Ｔ색채 검정(2급)

웨딩 플래너 / 웨딩 의상 어드바이저 / 웨딩 스타일리스트 / 
연회 서비스 등목표직종

주요 커리큘럼

목표 자격증

※업계 동향과 회사 정세에 따라 내용을 변경 할 경우도 있읍니다. 

ECC 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외국인유학생 모집요강

ECC국제외어 전문학교

ECC컴퓨터 전문학교

ECC아티스트 미용 전문학교

전문지식・기술을 배우는 코스에 관하여

2021년 4월 입학

학 과 코 스 기간 정원

학 과 코 스 기간 정원

학 과 코 스 기간 정원

국제 비즈니스 학과

국제 비즈니스 코스
・국제 무역 전공
・글로벌 비지니스 전공 (유학생 한정)
・글로벌 호텔 전공 (유학생 한정)

80명2년

50명2년

50명2년

50명2년

호텔,관광 학과

호텔・여행학과

종합영어학과

호텔 코스

종합영어 코스
・종합영어 전공

여행 코스

*대학과 단기대학 동시입학제도인 병수제도(併修制度)는 유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프로그램도 신청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와 일부 코스에 관해서는, 졸업 후 일본에서 해당 분야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업은 월~금요일 1교시당 90분 수업으로서, 주당 15교시 정도 실시됩니다.
(코스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코스에 따라 코스 과목 이외에 입학 후 일본어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고도 정보처리 연구학과

고도정보처리연구학과

멀티미디어 연구학과

멀티미디어연구학과

멀티미디어연구학과

멀티미디어연구학과

게임 개발전문가 코스
・게임CG 전공
・게임프로그램 전공

CG디자인 코스
・3DCG 전공
・게임 캐릭터 전공

멀티미디어 학과

미용과

아티스트 학과

아티스트학과

아티스트학과

종합 메이크업 학과

시스템 엔지니어 코스      
・시스템 엔지니어 전공
・국제 엔지니어 전공 (유학생 한정)

 

뷰티 어드바이저  코스 (여성 한정)

네일리스트 코스 (여성 한정)

브라이덜 웨딩 코스 (여성 한정)

특수메이크업 아티스트・조형 아티스트 코스

80명

2 0명

4년

3년

2년

IT 개발전문가 코스

게임 프로그램개발 코스

IT 개발연구 코스

Web디자인 코스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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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기준
아래의 (1)~(6)의 조건 모두 해당되는 자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수료(예정)하고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인 자.

(2)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또는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이 200점 이상인 언어능력이 있는 자.

     또는 법무대신이 고지한 일본어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출석률이 90% 이상인 자.

     *건강상의 이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률이 90%미만인 경우는 상담해주십시오. (단, 85%이상은 필요합니다).

     *코스에 따라서는 N1레벨의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3) 본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비, 생활비 등의 경비를 지장없이 지불가능한 자.

(4) 모든 수업에 출석하는 학업 의욕과 진학할 분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5) 일본의 법칙 및 교칙을 준수하는 자.

(6) Skype등의 개별 설명회, 또는 입학 희망 학교가 실시하는 오픈 캠퍼스에 참가한 자.

 원서제출시기
원서제출 대상자 출원기간

*국가, 지역에 따라서는 2021년 1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 2020년 9월 1일(화) ~ 2021년 2월 12일(금)

 입학 전형료
20,000엔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일본어 구두시험 포함)

●일본어 필기시험

   ※아래 기준을 만족한 경우 일부 코스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일본어 필기시험 면제 기준 (일본이 능력시험 N1)

●영어 필기시험 ※ECC국제외어전문학교를 응시하는 사람만

전형 일에 관해서는 원서 접수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연락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전형일

시험과목

 원서제출 방법
전문학교에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 : +81-6-6372-1510
E-mail     :  is-office@ecc.ac.jp
평일(월~금) 10:00~18:00  ※토・공휴일, 학교 휴관일 제외..

학교법인 야마구치학원 ECC 유학생 센터



14 15

 학 비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컴퓨터전문학교

유학비자 취득한 합격자의 학비는 특대생 학비가 됩니다.

*일괄 (완납)으로 입금하신 분들은 학비 일괄 납입 감면 혜택으로 30,000엔을 나중에 환불해드립니다.

*모국의 공용어가 영어이신 분은 영어 관련 자격증의 등급 조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험시에 위의 자격,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본교를 수험 후 입학할 때까지 일본어 능력 시험등에 합격한 경우 해당 학비 등급으로 변경합니다. 
  2021 년 2 월 26 일(금)까지 합격증 제출 한 경우만 유효
*반드시 유학생 센터에 제출하십시오.
*본교에 입학한 후에는 일본어관련, 영어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이후의 학비감면 등급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입학자 전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코스에 따라 성능이 다릅니다. 재학 중은 대여, 졸업시는 지급).

<학비 일괄 납입 특전> 후일 30,000엔 환불

A B C 일본인학생 학비

유학생 특별 학비감면 등급

이외

JLPT N2(2급)
EJU 200점 등

TOEIC 750점 등

JLPT N1(1급)
EJU 250점 등

TOEIC 900점 등

등급 조건
(한 자격만 있으면 인정)

1학년

2학년

입 학 금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A B C 일본인학생 학비

유학생 특별 학비감면 등급

이외

JLPT N2(2급)
EJU 200점 등

TOEIC 750점 등

JLPT N1(1급)
EJU 250점 등

TOEIC 900점 등

등급 조건
(한 자격만 있으면 인정)

1학년

2학년

입 학 금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A B C 일본인학생 학비

유학생 특별 학비감면 등급

이외
JLPT N2(2급)
EJU 200점 등

TOEIC 750점 등

JLPT N1(1급)
EJU 250점 등

TOEIC 900점 등

등급 조건
(한 자격만 있으면 인정)

1학년

2학년

입 학 금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수 업 료

설 비 비

합 계

720,000엔

190,000엔

530,000엔

770,000엔

190,000엔

530,000엔

50,000엔

810,000엔

190,000엔

620,000엔

860,000엔

190,000엔

620,000엔

50,000엔

900,000엔

190,000엔

710,000엔

950,000엔

190,000엔

710,000엔

50,000엔

1,150,000엔

190,000엔

960,000엔

1,230,000엔

190,000엔

960,000엔

80,000엔

－

790,000엔

240,000엔

550,000엔

840,000엔

240,000엔

550,000엔

50,000엔

890,000엔

240,000엔

650,000엔

940,000엔

240,000엔

650,000엔

50,000엔

990,000엔

240,000엔

750,000엔

1,040,000엔

240,000엔

750,000엔

50,000엔

1,200,000엔

240,000엔

960,000엔

1,380,000엔

240,000엔

960,000엔

180,000엔

－

740,000엔

220,000엔

520,000엔

790,000엔

220,000엔

520,000엔

50,000엔

830,000엔

220,000엔

610,000엔

880,000엔

220,000엔

610,000엔

50,000엔

920,000엔

220,000엔

700,000엔

970,000엔

220,000엔

700,000엔

50,000엔

1,140,000엔

220,000엔

920,000엔

1,220,000엔

220,000엔

920,000엔

80,000엔

－

 분할납입 (경비 지변조사 있음)

 일괄납입 (원칙)
납입기일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 학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약2주간 이내
           (단, 시기에 따라서 학비 납입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학비 일괄 납입입니다만, 사정에 의해 분할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변에 관한 조사가 있습니다.

<학비 일괄 납입 특전> 후일  30,000엔 환불

학비납입에 관하여

 기타비용
입학하는 학교・코스에 의해 달라집니다.
*교재비・기타경비　금액, 지불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3월경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에서는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교재비 이외에 코스에 따라서는 교구비(教具費), 검정 수험료, 연수비 등이 포함됩니다.
※3개교 모두 상기의 금액이외 졸업연도에는 졸업경비(앨범비, 졸업파티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교재비・기타경비 (과거 실적)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컴퓨터전문학교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교재비・기타경비(연간) 약210,000엔~52,000엔

교재비・기타경비(연간)

교재비・기타경비(연간)

약110,000엔~ 320,000엔

약50,000엔~ 110,000엔

 납입기일에 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학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차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 학비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약 2주간 이내

*입학금, 시설비는 1회차 납부금액에 포함됩니다.

입학 후 7월 지정일

3월 지정일

7월 지정일
2년차 이후

ECC국제외어전문학교

ECC컴퓨터전문학교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학비의 남은 액수

학비의 남은 액수

학비의 남은 액수

학비의 남은 액수

학비의 남은 액수

학비의 남은 액수

450,000엔(입학금 50,000엔 포함)

400,000엔

550,000엔(입학금 50,000엔 포함)

500,000엔

450,000엔(입학금 50,000엔 포함)

400,000엔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이후

1년차

2년차

학 교
학 비

1회차 납부 2회차 납부



16 17

 학비환불에 관하여
●전형료, 입학금, 기타경비, 교재비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업료・시설비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31일(수)까지 입학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귀국이 확인 된 유학 비자 만료가 확인 된 경우]

< 아래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것 >

⑧ 재학증명서    

⑨ 재직증명서
    직무내용이 기술된 것. 복직예정의 경우는 취지도 기입한다.

⑩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학비감면에 관계되는 경우만 제출(토익750점이상, IELTS6.0이상, 토플iBT80점이상)

 제출 서류
① 입학 원서
    반드시 본인이 컴퓨터로 모든 항목을 일본어로 기입할 것. (서명 부분은 자필.)
    학습 이유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할 것.
 
② 최종 출신 학교의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증서 (원본)

③ 사진 4매 
    (4cm X 3cm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사진)

④ 여권 사본
    사진이 붙어진 페이지, 일본 출입국 기록이 있는 모든 페이지

⑤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것이 필요 (아래 이외의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문의해 주세요.)
    •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및 성적통지서 (N2이상)
    • 일본유학시험의 성적통지서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
  
⑥ 호적등본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원본 (동거가족전원이 기입되어 있는 서류)

⑦ 서약서
    입학지원자, 경비 지변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한 뒤 날인한다.

 원서 제출부터 입학까지의 절차 
학교 설명.(인터넷을 이용한 설명 가능)①입학 지원자

출원 서류의 제출, 전형료 납입②입학 지원자

전형시험 응시③입학 지원자

서류심사 및 전형시험에 합격한 분에게는 입학 허가서를 발급, 
필요한 서류를 법무성에 제출합니다.

④야마구치 학원

재류 자격을 심사하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⑤법무성

경비 지변자는 본교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타경비 등 청구된 금액을 납입합니다. 입금 확인 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보냅니다.

⑥입학 지원자

입학 지원자는 출입국 관리소 발행의 재류 자격 인증서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여권 신청 및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신청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입학 지원자

⑧비자 발급

입학일에 결석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⑨입국・입학

 송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① 경비 지변서
    지변자가 모든 항목을 기입할 것. (컴퓨터 입력도 가능. 서명 부분은 자필.)
      (1) 학비는 지불방법에 □표 한다.
      (2) 생활비의 지불방법은 입국 시 지참금액, 송금 받은 금액·회수(몇 개월에 1회 등)을 명기.

② 예금잔고 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혹은 회사경영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

④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⑤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본인 이외의 일본거주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① 경비 지변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지변자가 자필로 기입할 것.

② 신원보증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보증인이 자필로 기입할 것.

③ 지변자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명기된 것.

④ 예금잔고 증명서

⑤ 직업증명
    회사원 … 재직증명서
    회사 임원 … 회사의 등기부등본
    자영업 … 영업허가증 (사본)

⑥ 주민표
    세대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외국인의 경우는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경비 지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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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장학금 제도
공공 기관에서 모집이 있으면 학내 선발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급 예)
・지급기관 : (독) 일본학생지원기구
・지급기간 : 1년간 (4월~3월)
・지급액 : 매월 48,000엔

✓

 ECC유학생 특별 장학생 제도 (재학중)
유학비자로 학습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서 인정합니다.

응모자격
(1)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감면을 희망하는 학생
(2) 출석률 양호하고 성적 우수한 학생
(3) 진로상황조사에 협력적인 학생.
    *위 1~3번에 모두 해당되는 자
    *야마구치 학원으로서 소수만 선별합니다.
    *서류심사(성적, 출석, 자격시험 합격상태・교내　콘테스트 등 입상성적, 경제적상황)를 실시합니다.

장학금
  매월 10,000엔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① 신청인 명의로 된 은행 등의 예금잔고 증명서 
    본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② 재직증명서

③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기재된 것

④ 경비 지변서
    2의 (1) (2) (3) 및 이름(서명)만을 기입해 주십시오.

 장학금으로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①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기관」 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장학금의 지급기관이 민간의 기업・단체의 경우>

② 과거의 지급대상유학생 리스트
    없는 경우는 해당기업・단체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및 장학금 지급규칙에 속하는 자료

③ 해당 유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서류에 관한 유의사항

(a) 외국어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일본어 번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제출자료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c) 증명서류는 가능한 한 발행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이 인쇄된 용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d) 일본거주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의 신원보증서를 기입해 제출해 주십시오.

(e) 위의 서류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외에도 재류자격인정에 있어 조건에 적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f ) 출원서류는 기입전과 기입 후에 복사 해두시면 수정 시 편리합니다.

(g) 출원자의 국적이나 국가정세에 따라 상기 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⑦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
    (1) 친척의 경우, 본국의 호적・주민등록 등(원칙상 3촌 이내)
    (2) 회사관계의 경우
        가. 지변자의 사업 안내서 혹은 등기부등본
        나. 거래에 관련된 신용장의 사본, 혹은 외국송금증명서
            (송금처가 명기되어 있고, 은행도장이 있는 것)
        다. 거래에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의 사본
        라. 법인등기부 (외국정부발행의 것)
        마. 자본출자율을 알 수 있는 것 (아래 내용 중 1개 항목)
            일본 측 : 대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신고서류
            외국 측 : 정부발행의 투자액이 명기된 것

장학금에 관하여



300 217점이상
취득자 명

20

특 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과 달리, 클라스 친구들과 같이 해답을 
생각해, 소리 내어 연습하기 때문에, 한번 배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교는 40개국 1000명의 유학생과 2800명의 일본인 학생이 재적하는 
국제력 풍부한 전문학교입니다. 1년중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이 합동으로 
행하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학습방법으로 일본어를 배움
ECC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클래스 담임 제도

지정교 대학 22교

「이해하다」뿐만 아니라
「할수 있다」가 되는 수업

한명 한명의 학생의 장래를 신중히 생각해 친밀히 
지도하는 클래스 담임이 있습니다

칸사이대학 ,  칸세이  가쿠인  대학 ,  도시샤  대학 ,  
리츠메이칸  대학등  유명  대학의  입시  담당자를  
본교에  초대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국제 문화 교류

졸업후의 진로
교토대학 대학원

戴  嘉 씨

의학 연구과

ECC에 처음 왔을 무렵에는 전혀 
일본어를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일본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

자신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선택식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일본어 능력시험 대책(N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일본 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위한 
학술적인 어휘와 문장의 독해력・
청해력을 습득합니다.

실제로 수험하는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은 전문학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듣기・독해・문자어휘 
전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시험(EJU)대책

※상기와 ECC국제외어 전문학교 유학생 대상 코스의 합격 실적(총수)입니다.

189
2017년~2019년 실적

일본어 능력시험
합격자 수

명
2017년~2019년 실적

일본 유학시험
일본어과목 합격득점

정규생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黄  希君 씨

생명과학 연구과

학교 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시지만, 
상급반의 카케무라 선생님은  제일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규생 도시샤대학 대학원

廖  婉伶 씨

글로벌 스터디 연구과

자신을 믿고 많은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정규생

칸세이 가쿠인대학

임예진씨

종합정책학부

ECC에서는 일본어 향상을 위해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있도록 노력 해 
왔습니다.

한국

류코쿠대학

謝  雲龍 씨

정책학부

대학에 입학후는 더욱 통찰력을 넓혀, 
여러가지 배우고 싶고, 교류의 폭도 
넓히고 싶습니다.

중국

류코쿠대학

谢  天源 씨

국제학부 

류코쿠대학에 입학후는 일본인 친구를 
만들거나, 함께 일본중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중국

쿄토세이카대학

葉  育誠 씨

디자인학부 

대학에 입학해서는 교수와 일본인과 친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린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대만

오테몬 가쿠인대학

柳  又群 씨

경제학부

저는 대학에서 배운 주식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  사회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대만

쿄토세이카대학

罗  晓倩 씨

예술학부 

진로 선택을 할때는  ECC선생님과 몇번이나 
토론해, 선생님과 힘을 합쳐 극복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진로 담당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중국

즐기면서  배우고 싶은 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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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소개

일본인 학생과 교류하며 일본어를 습득.일본어로 일본인과 연결된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와 연결된다.

일본어로 표현하는(말하기) 것에 중점을 둔 활동적인 수업.

일본 문화나 일본의 습관에도 많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을 안다.

말을 배우는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본어 교육의 세로운 단기 코스 탄생!

특  

색

일본어 종합 코스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전일제
이 코스는 기존의 일본어 교육에 있는 문자, 어휘, 문형의 암기력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서 회화를 중심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을 쌓아, 문법, 문자, 
어휘를 정착시키는 것을 중시한 실질적 형식으로 일본어를 배웁니다. 초급반부터 중급반까지는 공통 커리큘럼으로 일본어 기초능력을 육성해, 상급반부터 장래의 
목표에 따른 선택 과목을 수강합니다.

특  
색

야간 일본어 코스야간제
일본어로 일본을 안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와 연결된다. 일본어로 일본인과 연결된다.
일본어 야간 코스는, 말을 배우는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본어 교육의 단기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4월, 10월

1월, 4월, 
6월, 10월

장기

단기

1년・1.5년,・2년

3개월(수업일수 45일) 
또는 6개월(수업일수 90일)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학습합니다.  
●상급부터 진학에 대응한 과목 수업. 
●진로 지도(진학 지도, 취직 지원 시설)

●1년 미만의 일정 기간, 장기과정(일본어 종합 코스)과 똑같은
   수업을 수강 할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취득하는 코스가 아니므로, 수속이 간단합니다. 
●계속적으로 학습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과정을 신청해, 계속
   해서 학습 할수  있습니다.

입학시기 기  간 특  징

일본어를 기초부터 배웁니다. 6개월간 
일본어 기초 문법과 히라가나・카타카나, 
기본적인 한자(약400자)를 습득합니다.

일 본 어  유 학 시 험 의  종 합 과 목 에 서  고 득 점  취 득 을  목 표 로 하 는  
수업입니다. 일본어 능력에 맞는 수업을  수강 할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수업으로 대학 입학 시험에 대응 할수 있는 실력을 
육성합니다.  토플 대책도 있습니다.

일본 유학시험 수학 코스1/코스2에 대응합니다
유학시험에 필요한 물리・생물・화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 수강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상과  소설・신문・잡지등  여러  바탕의  읽을  거리를  
사용해 ,  일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본어를  배웁니다 .  동시에  일본  
문화와 일본의 가치관등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원이란」에서 대학원의 선택법, 연구 테마를 생각하는 법, 
그리고 연구 계획서 쓰는 법부터 면접 대책까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일본 유학시험의 일본어 
과목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한 학술적인 어휘와 문장의 독해력・
청해력을 습득합니다.

실제로  수험하는  시험  수준에  맞춰  선택  할수  있습니다 .  일본어  능력  
시험은 전문학교 진학・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자격입니다 .  
청해・청독해・문자어휘 전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기초를 습득한 학생이 더욱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는 능력을 늘립니다.

중급까지 습득한 표현을 실제로 사용해 
수업활동을 행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 할수 있는 응용 표현을 
학습합니다.

일본어의 4가지 기능을 사용해,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있어 아주 친밀한 
사회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 본 어 의  4 가 지  기 능 을  사 용 해 ,  
일상적인 사회에서의 정보의 발신과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4가지 기능을 사용해, 사회적・ 
추상적인 사안에 관해 수용과 표출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대응을 위한 
아카데믹 ・일본어를 습득합니다.

뉴스, 소설, 잡지등을 교재로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일본어를 배움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의 정체성을 
알아 갑니다. 논리성과 유머를 표출할 수 
있는 표현력을 배웁니다.

일본어의 4가지 기능을 사용해,  사회적・ 
추상적인 사안에 관해 수용과 표출을 
할수 있습니다.

초  급

선택 과목 (일부 유료과목도 있습니다)

도달
수준

수학

종합 과목

이과계 과목

영어

일본 유학
시험(EJU)

대책

영상・다독

일본어
능력시험

대책(N1・N2)

대학원
대책

특별 강좌

내용

급 중  급 상 급 1 상 급 2

●일본어 공부가 처음이라도 OK
●일본어를 즐기며, 일본을 알아가자.
● 일 본 의  생 활 을 ,  일 본 어 를  사 용 해 서  
　 즐기자.

●일본어로 일본을 알자.
●일본인 친구를 만들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자.
●일본의 좋은 점을 많이 안다.

●일본어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즐기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활을 
   즐기자.
●일본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  세계를 
   넓히자.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쓸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일본어를 입력할 수 있다.
●자신을 간단한 일본어로 전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점원에게 부탁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자기 나라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좋은 상품·여행지·요리를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할 수 
   있다.
●점원과 능숙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일본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일본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자기 나라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전달할 수 있다.

● 일 본 에 서  아 르 바 이 트 를  해 서  알 차 게  
   생활하자.
● 일본을 알고, 일본 마스터가 되자.
● 일본어 기사나 뉴스에 도전.
● 일 본 의  문 화 나  습 관 을  체 험 하 고 ,  
   일본인을 깊이 알자.

Beginner반

목표 목표

Regular반 Advance반 Special반

※업계 동향과 회사 정세에 따라 내용을 변경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수업 9:00~13:10  
오후 수업 13:40~17:50

18:15~20:40 평일 (주5일)



30명
2019년도생
합격실적 129명

과거 3년간의

합격실적
※2017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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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색

대학 진학 / 대학원 진학
ECC국제외어 전문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

ECC국제 외어의 대학원 합격실적

츠쿠바 대학 대학원
인문 사회 과학 연구과
국제 일본 연구 전공

許  丹씨

출신교：ECC국제 외어
전문학교 일본어 학과

열정적인 개별 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특 히  인 상 에  남 는  
수업은 전기의 연구 
계 획 서 를  작 성 하 는  

수 업 이 었 습 니 다 .  이  수 업  덕 분 에  연 구  
계획서를 작성할때나, 면접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있게 되었읍니다. 코디네이터 야마다 
선생님과 전문 과목 선생님(오오우라 선생님과 
이 선생님)으로 부터의 의견과 어드바이스를 
받아 10번 정도 재 작성후, 9월에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개별 지도를 지금도 
잊을수 가 없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면 50%
는 합격입니다. 나머지 50%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베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李  壮씨

출신교：JCL외국어 학원

선 생 님 들 의  개 별  
지 도 가  큰  도 움 이  
되었읍니다! 경제학이 
전문 분야인 아오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깊은 전문 분야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습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희망교의 과거 
문제의 해답을 화이트 보드에 적어 그것을 
선생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이 수업은 자신의 
필기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되었읍니다. 저는 
일본어력이 약해 당시 면접 시험이 힘들었으나 
담임인 야마다 선생님이 정성껏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효고 교육 대학 대학원
특별 지원 교육 전공

牛  亚洲씨

출신교：ECC국제외어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대 학 원 에  진 학 하 고  
싶 으 면  E C C 를  
추천합니다! 대학원의 
필기 시험이 좋았던 
것 은  교 육 학 이  

전문분야인 新地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ECC의  전문 분야의 선생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셨기에 든든했습니다. 또한 
연 구 계 획 서 의  쓰 는 법 은  담 당 인  야 마 다  
선 생 님 이  많 이  도 와  주 셨 습 니 다 .  만 약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연구 계획서를 
쓸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있읍니다.「 진학하고 싶으면」 ECC입니다. 저도 
선배로부터 그렇게 들어 입학했습니다. 

중국

나고야대학 대학원
인문학 연구과

周  桑씨

출신교：ECC국제외어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장래의 꿈은 중국어 
교육 연구자입니다! 
중국의 대학에 입학해 
중국어 교육을 배우는 
동안에 일본 학습자를 

향한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졌습니다. 일본에 와, 대학원에서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의 중국에서는 
일본의 일본어 교육처럼 중국어 교육이 
진 행 되 고  있 지  않 습 니 다 .  또 한 ,  영 어 권  
학습자와 비교해 일본인 학습자에게 대한 
중국어 교육의 연구자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장래에 박사과정에 들어가 이 분야의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金  豆씨

출신교：크로바학원

ECC를 다니고 있던 
친구로부터 추천 받아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대 학 원  진 학 코 스 에  
입 학 해  지 금 까 지  

이상으로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의 
야마다 선생님이 교수와의 메일을 언제나 
첨삭해 주셨기에 메일 작성이 서툴럿던 저는 
그 것 을  기 회 로  점 점  문 장  작 성 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발음 수업은 
대학원 면접시 도움이 되었읍니다.  학교 
선택을 망설이는 분은, 꼭 ECC의 대학원 
진학코스를 선택해 주십시요 !

중국

그 외의 합격교：
세이신 여자대학 대학원,
나라 여자대학(연구생)

正規生正規生正規生正規生正規生

ECC국제 외어의 대학 합격실적

고베대학

유학 시험
일본어 과목

일본어
능력 시험

374점 N1합격

박송이씨

한국

출신교：간사이 외어 전문
학교 일어 교육부 일본어학과

면접 연습과 서류 
확인, 다방면의 
서포트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코하마 시립 대학

유학 시험
일본어 과목

일본어
능력 시험

337점 N1합격

查  言 씨

중국

출신교：ECC국제 외어 전문
학교 일본어학과

일본에 있는 시간을 
아껴,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세요!

와카야마 대학

유학 시험
일본어 과목

일본어
능력 시험

374점 N1합격

刘  暁鑫 씨

중국

출신교：
쿄토민사이 일본어학교 

청춘에,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없다, 시도밖에 
없다.

칸세이 가쿠인대학 

유학 시험
일본어 과목

332점

刘  育含 씨

한국

출신교：
메릭 일본어 학교

꾸준한 노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리츠메이칸 대학

유학 시험
일본어 과목

일본어
능력 시험

332점 N1합격

許  楷昇 씨

대만

출신교：ECC국제 외어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무리하게 노력하려고 
하 지  않 아 도  되 요 .  
오늘은 어제의 자신을 
넘으면 됩니다.

외 1교 합격

126명39명 합격
※2020년 3월 합격실적

과거 3년간

국공립・칸칸도리츠
※2017년~2019년2019년도생

국공립・칸칸도리츠

와카야마 대학 3명/시가 대학 1명/시즈오카 대학 1명/나고야 대학 1명/ 
히로사키 대학 1명/후쿠시마 대학 1명/야마가타 대학 2명/토야마 대학 1
명/코치 대학 3명/히로시마 대학 1명/오카야마 대학 1명/시마네 대학 4
명/야마구치 대학 1명/ 류큐 대학 1명/오사카부립 대학 2명/쿄토부립 
대학 1명/효고현립 대학 1명/요코하마시립 대학 1명/시즈오카현립
대학 1명/후쿠이현립 대학 1명/시가혐립 대학 6명/히로시마시립
대학 1명/야마구치현립 대학 1명/시모노세키시립 대학2명

국공립대학 합격실적

53명

과거 3년간
국공립

2017年～2019年

킨키대학 13명/오사카 산업대학 6명/오사카 상업대학 2명/오사카 경제대학 12명/오사카 

세이케이대학 3명/오사카 국제대학 2명/오사카 가쿠인대학 2명/오사카 관광대학 9명/오사카 

경제법과대학 5명/오사카 공업대학 2명/ 오사카 예술대학 4명/오사카 오타니대학 1명/오사카 여자가쿠인 대학 1명/칸사이 국제대학 6명등

사립대학 합격실적 304명

과거 3년간 일반 사립대

2017年～2019年

칸사이 대학 18명/칸세이 가쿠인대학 19명/도시샤 대학 16명/리츠메이칸 대학 20
명/와세다 대학 1명/ 리쿄 대학 1명/메이지 대학 2명/추오 대학 1명/조치 대학 1
명/토쿄 이과대학 1명

난관 사립대학 합격실적 80명

과거 3년간 난관 사립대

2017年～2019年

오사카 대학 대학원 3명/오사카 시립 대학 대학원 6명/오사카후리츠 대학 대학원 1명/오사카 교육 
대학 대학원 1명/쿄토 대학 대학원 2명/ 나라 여자 대학 대학원 1명/코베 대학 대학원 7명/코베시 
외국어 대학 대학원 2명/ 효고 교육 대학 대학원 1명/시가 대학 대학원 2명/시가현립 대학 대학원 
1명/와카야마 대학 대학원 2명/미에 대학 대학원 1명/나고야 대학 대학원 2명/토쿄 대학 대학원 1
명/토쿄 공업 대학 대학원 1명/토쿄 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 1명/이치바시 대학 대학원 1
명/요코하마 시립 대학 대학원 1명/츠쿠바 대학 대학원 3명/ 사이타마 대학 대학원 1명 등 

국공립 대학원 합격실적

57명

과거 3년간
국공립 대학원

2017년~2019년

칸사이 대학 대학원 12명/칸세이 카쿠인 대학 대학원 4명/도시샤 대학 대학원 2명/리츠메이칸 
대학 대학원 22명/메이지 대학 대학원 1명/조치 대학 대학원 1명/와세다 대학 대학원 1명/오사카 
공업 대학 대학원 2명/오사카 경제 대학 대학원 2명/오사카 산업 대학 대학원 1명/오사카 전기 
통신 대학 대학원 1명/킨키 대학 대학원 3명/코베가쿠인 대학 대학원 2명/코베 예술 공과 대학 
대학원 1명/코난 여자 대학 대학원 1명/쿄토 산업 대학 대학원 2명/쿄토 외국어 대학 대학원 4
명/쿄토 조형 예술 대학 대학원 1명/쿄토 정보 대학 대학원 1명/ 불교 대학 대학원 1명 등

사립 대학원 합격 실적

72명

과거 3년간 일반
사립 대학 대학원

2017년~2019년

위는 ECC국제 외어 전문학교 유학생 대상 코스 졸업생 합격 실적(총수)입니다.

위는 ECC국제 외어 전문학교 유학생 대상 코스 졸업생 합격 실적(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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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소개

학습의욕이  높고  성실한  학생으로  둘러싸인  환경 !   합격에  도달하기  위해  면밀히  만들어진  
커리큘럼과 높은 실력을 가진 강사에 의해 수업이 제공됩니다 . 수업뿐만 아니라 매일 행하는 
테스트의 준비와 과제를 해냄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에의 합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학 진학코스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 / 1년제

대학원 진학코스 국제 커뮤니케이션학과 / 1년제

국공립 대학(쿄토대학, 오사카대학, 코베대학 등) / 
난관 사립대학(케이오기주크 대학, 와세다대학, 칸칸도리츠 등)목표진로 

목표진로 

코스 특징

코스 특징

①능력별 클래스로 효율적인 학습
필수과목인 일본어는 물론 영어와 수학 수업은 입학 전의 프리젠테이션 테스트에 
의해 레벨별로 클래스를 편성해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일본유학시험,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해 희망교에의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②문과・이과에 폭 넓게 대응
일본유학시험에 필요한 종합과목・수학・물리・화학・생물과 영어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희망 진로와 실력에 의한 수강과목・클래스 레벨을 결정, 여러분의 
희망에 따른 학부・대학 선택을 지원합니다.

③학교내 대학진학 설명회 실시
여름에 칸사이 대학, 칸세이 가쿠인대학, 도시샤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을 시작해, 
다수의 국립・사립대학의 입시 담당자를 본교에 초대해 진학 설명회, 개별 
상담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수험 동향과 최신 정보를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의한 극진한 개별지도

학생이 성공했음 하는
열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마케팅

수 업 에 서 는  문 제 의  답 보 다 도  답 에  
도달하는 과정의 습득, 활용,  응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의한 정답 
전수형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중시해, 학생이 주저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실수 할수있는 
환경을 준비하면서 서포트하는 것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松原  清恵先生

유학 경험을 살려
학생 입장이 되어

정중히 가르칩니다.

경  제

학 생 의  이 해 도 와  요 망 을  가 능 한  
짐 작 하 여  거 만 한  태 도 로  수 업 을  
강 요 하 는  것 이  아 니 라 , 일 대 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학생에 대해, 일상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青木  隆明先生

학생 각각의 나라의 언어에
맞는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  어

언어학에는 그것의 전제로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수업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가능한한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예를 드는것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각자 알고 있는 
언어로 예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언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제 자신의 
연구에도 연결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大浦  真先生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자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사  회

아 무 렇 지 도  않 은  일 상 에  평 소 부 터  
주 목 하 는  것 으 로  사 회 적  관 점 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화학의 연구 대상은 
과장한 학문 체계나 이론이 아니고,  
자 신 과  주 위  사 람 들 의  평 범 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일상 」
의 의미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야 말로 
사회학 연구의 출발점이며,사회학적 
관점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全  炳昊先生

「의문은 보물」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  육

일반론을 구체적론으로 대처하면서, 학생 
자신이 과제를 찾을수 있도록 되었으면 
생 각 합 니 다 .  그 것 은  이 것 이  가 설 을  
제 기 하 는  첫  걸 음 이 기  때 문 입 니 다 .  
추상전인 전문용어를 학생 한명 한명이 
이미지 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新地  比呂志先生

※업계 동향과 회사 정세에 따라 내용을 변경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과 대학원에의 진학을 완전 지원!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일본어력,영어력등을 익힐뿐만 
아니라 연구실의 선택법, 교수에의 연락 방법, 연구 계획서 작성법, 면접 지도등을 포함해, 지도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수업과 개별대응에도 철저히 
지원합니다.

①테마를 선택해가며 연구 계획서 작성까지 지도 
②면접과 연구발표에 필요한 구두(口頭)운용 능력을 익힘 
③대학원에서 필요한 일본어력・전문력을 익힘. 
④진학면담(개별지도)제도에 의한 만전의 지원 
⑤완전 능력별 클래스 편성으로 각각의 필요한 능력을 육성

국공립 대학(쿄토대학, 오사카대학, 코베대학 등) / 
난관 사립대학(케이오기주크 대학, 와세다대학, 칸칸도리츠 등)



50,000엔 800,000엔 -30,000엔 82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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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기준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수료(예정)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인 자.

   (대학원 진학 희망자는 원칙16년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수료(예정)한 자)

2. 일본에 있는 대학・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목적 의식과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자.

 • 전형일에 관해서는 원서접수 후에 알려 드립니다

   (사전에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일본어필기시험,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불합격 판정일

    경우는 차후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일본어 시험, 면접에 합격 후에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시에 서류

    미비가 있었을 경우 불합격 될 수도 있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전형 시험 : 일본어 시험・면접

■ 학 비
입학금 수업료 일괄 감면 합계

■ 제출 방법
본교에 문의 후,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서류전형 후에 EMS등으로 원본을 보내 드립니다.

보증인이 일본인경우는 각 학교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인이란 지원자가 원서 제출시와 

일본에 있을 동안의 지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 입학전형료
20,000엔 (유학비자 신청자만)

■ 원서제출시기

2020년 9월 1일（화） ～ 2021년 1월 29일（금）도착분 

외국인유학생 모집요강
대학진학・대학원진학 코스

2021년4월입학  모집요강（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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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정원이 충족된 경우 모집을 초기마감합니다
※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수정 또는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및 일본어 필기시험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학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약 2 주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은 원칙적으로 일괄납부로 지불을 부탁합니다. 일괄납부 특전으로 3만엔 할인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대생 제도의 학비감면에 관해서는 모두 수업료로부터 감면이 됩니다. 2021년 2월 26일 (금)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상기 특대생 제도는 복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기출원제도와 특대생 제도와 병행 가능)
※본교 입시결과(일본어 시험, 면접)에 따라서는 상기 특대생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특대생으로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내, WEB 등의 기제에 협조를 하는 것이 특대생 학비감면의 조건입니다.

 특대생 제도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A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B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C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D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E

일본유학시험 특대생 F

일본어능력시험 특대생

영어 특대생

600,000엔

400,000엔

300,000엔

200,000엔

150,000엔

100,000엔

50,000엔

100,000엔

일본유학시험 총합점 650점이상 (기술점 제외)

일본유학시험 총합점 600점이상 (기술점 제외)

일본유학시험 총합점 570점이상 (기술점 제외)

일본유학시험 총합점 540점이상 (기술점 제외)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300점 (기술점 제외) 이상이고

그 외 한 과목에 120점 이상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300점이상 (기술점 제외)

일본어능력시험 Ｎ１ 합격자

TOEIC 800점 이상、IELTS7.0이상、 

TOEFL 80점 이상 (iBT) 

일본유학시험 성적통지표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

해당하는 점수표

종류 수업료 감면액 조건 필요한 서류

 조기 출원제도
대상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제출자

특전 : 입학금의 반액 25,000엔을 감면 (※그 외의 입학금 반액 감면 특전과 병행되지 않습니다)

학비감면 특대생 제도(입학시)

 특기사항
 1. 입학금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수업료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3월 31일까지 입학을 자퇴한 경우.
        (위의 기일까지 퇴학신청을 하고 귀국이 확인된 유학비자의 해지가 확인된 경우)
    (2) 아래의 경우 다음 학기분의 수업료를 환불합니다.
        (i)10월 입학의 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9월 30일까지 대학 등의 합격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해당 학기 및 이전의 분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은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3. 학교 행사비 10,000엔/년 별도로 지불해 주십시오.
    *학교 행사비는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4. 교재비 예치금(50,000엔)을 별도로 지불해 주십시오.
    *교재비 예치금은 수료후 환불합니다.
    *구입, 발주 완료의 교재비는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생활 안전비 (유학비자 학생: 7,000/년) 를 별도로 지불해 주십시오.
    *생활 안전비는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부담 입니다.
 7.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8. 2021년 2월27일 혹은 2021년 3월24일에 레벨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9. 본 학과는 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修学支援新制度-무상화)의 코스가 아닙니다.
10. 전염병의 유행으로 등교 할수 없는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때는 집에서 수업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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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FORM①, FORM②-B, FORM③, FORM④)
    • 반드시 본인이 컴퓨터로 모든 항목을 일본어로 기입할 것 (서약서 서명은 자필)
    • 학력 기입란의 입학　연령이나 학습과정의 연수 등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할 것
② 최종출신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혹은 졸업증서 (원본)
③ 사진 4매    • (4cm X 3cm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사진)
④ 여권 사본   • 사진이 부착된 페이지, 일본 입・출국 기록이 있는 모든 페이지
⑤ 일본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것이 필요 (아래 이외의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문의해 주세요.)
      •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및 성적통지서 (N2, 2급이상)
      • 일본유학시험의 성적통지서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
      •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의 성적인정서 (BJT 400점 이상)
      • J.TEST의 성적증명서(D레벨, 500점 이상)
⑥ 호적등본 사본   • 혹은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원본 (동거가족전원이 기입되어 있는 서류)
⑦ 서약서    • 입학지원자, 경비지변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한 뒤 날인한다.

 해외에서의 원서제출의 절차

학교설명 (인터넷을 이용한 설명가능)①입학지원자

출원서류 제출, 전형료 납부 ②입학지원자

전형시험 응시③입학지원자

서류심사 및 전형시험에 합격된 자에게는 「입학허가서」를 발부하며, 필요한
서류를 법무성에 제출합니다

④본교 (야마구치 학원)

재류자격 심사가 통과되면,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발부⑤법무성

경비지변자는 본교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경비 등 청구된 금액을 납입합니다. 입금　확인 후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보냅니다.

⑥입학지원자

입학지원자는 출입국관리청 발행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출국 준비를 합니다.
*여권신청 및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각 신청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⑦입학지원자

⑧비자발급

입학일에 결석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⑨입국・입학

＜아래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것＞

⑧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⑨ 재직증명서   직무내용이 기술된 것. 복직예정의 경우는 취지도 기입한다.
⑩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학비감면에 관계되는 경우만 제출(토익 800점이상, IELTS7.0이상, 토플80점이상 （iBT）
    ※일본의 학교 (대학, 일본어학교 등)에 재학한 적이 있을 경우 출석률, 성적이 표시된 증명서. 출석률, 
       성적이  기준 미달인 경우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될 수도 있습니다.

경비지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송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① 경비지변서 
    지변자가 모든 항목을 기입할 것. (컴퓨터 입력 가능, 서명 부분은 자필)
      • 2. (1) 학비는 ‘지불방법’에 □ 를 한다.
      • 2. (2) 생활비의 지불방법은 입국 시 지참금액, 송금 받은 금액・회수(몇 개월에 1회 등)을 명기

② 예금잔고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혹은 회사경영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
④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⑤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본인 이외의 일본거주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① 경비지변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지변자가 자필로 기입할 것
② 신원보증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보증인이 자필로 기입할 것
③ 지변자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명기된 것
④ 예금잔고증명서
⑤ 직업증명   • 회사원… 재직증명서   • 회사 임원… 회사의 등기부등본   • 자영업… 영업허가증 (사본)
⑥ 주민표　   • 세대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외국인의 경우는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⑦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
    (1) 친척의 경우, 본국의 호적・주민등록 등(원칙상 3촌 이내)
    (2) 회사관계의 경우
        가. 지변자의 사업 안내서 혹은 등기부등본
        나. 거래에 관련된 신용장의 사본, 혹은 외국송금증명서
             (송금처가 명기되어 있고, 은행도장이 있는 것)
        다. 거래에 관련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의 사본
        라. 법인등기부 (외국정부발행의 것)
        마. 자본출자율을 알수 있는 것 (아래 내용 중 1개 항목)
        • 일본 측 : 대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신고서류   • 외국 측 : 정부발행의 투자액이 명기된 것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① 신청인 명의로 된 은행 등의 예금잔고증명서   본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② 재직증명서   
③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이 기재된 것   ④ 경비지변서   2의 (1) (2) (3) 및 이름(서명)만을 기입해 주십시오.

 장학금으로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유의사항

①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기관」 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장학금의 지급기관이 민간의 기업・단체의 경우>
② 과거의 지급대상유학생 리스트
    없는 경우는 해당기업・단체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및 장학금 지급규칙에 속하는 자료
③ 해당 유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 a ) 외국어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일본어 번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제출자료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c ) 증명서류는 가능한 한 발행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이 인쇄된 용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d) 일본거주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이 신원보증서를 기입해 제출해 주십시오.
(e ) 위의 서류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외에도 재류자격인정에 있어 조건에 적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f ) 출원서류는 기입전과 기입 후에 복사 해두시면 수정시 편리합니다.
(g ) 출원자의 국적이나 국가정세에 따라 상기 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h )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원서접수처
우) 530-0015
大阪市北区中崎西1-5-11 (ECC国際外語専門学校2号館内)
ECC留学生センター
T  E  L : +81-6-6372-1510
E-mail : is-office@ecc.ac.jp
문의시간 : 평일 10:00-18:00 (일본 공휴일, 학교 휴관일 제외) 



東京
TOKYO奈良

NARA

神戸
KOBE

京都
KYOTO

大阪
OSAKA

ECCアーティスト美容専門学校3号館

ECC国際外語専門学校3号館

キャンパス
徒歩約10分

ＪＲ 大阪駅

電車で約10分

道頓堀（なんば）

電車で約30分

神戸三宮

電車で約30分

京都

電車で約50分

奈良

電車で約60分

関西空港

電車で約2時間30分

東京

본교에서는 TIPNESS(간사이지방 TIPNESS 9 점포)와 제휴해, 즐겁고 건강하게 

체력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력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 등의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트레이너의 지도로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수영장 등 취향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준비. 물론 샤워실과 욕실도 완비되어 있읍니다. 본교 재학생은 

특별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카디오 트레이닝존

스튜디오

●점포에 따라 시설설비는 다릅니다.

간사이지방
TIPNESS 10점포

이용 가능!

피트니스(fitness, 운동)
클럽 프로그램 캠퍼스는 오사카・우메다

학교 정보

오사카는 동경 다음으로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서일본의 중심지입니다. 쇼핑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교육기관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비하면 집세나 식비가 저렴하고, 생활하기 쉬운 것도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입니다. 특히 음식이 「싸고 맛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근처의 도시로는 일본 

발상지인 나라와 천년 간 일본의 수도였던 쿄토가 있어 일본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J R오사카역, 지하철 우메다역을 비롯해 

학교로부터 도보 10분 권내에 5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통학, 취직 활동은 물론, 휴일은 

근처의 역사적인 도시인 교토, 나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오사카는 동경 다음으로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서일본의 중심지입니다. 쇼핑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교육기관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비하면 집세나 식비가 저렴하고, 생활하기 쉬운 것도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입니다. 특히 음식이 「싸고 맛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근처의 도시로는 일본 

발상지인 나라와 천년 간 일본의 수도였던 쿄토가 있어 일본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J R오사카역, 지하철 우메다역을 비롯해 

학교로부터 도보 10분 권내에 5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통학, 취직 활동은 물론, 휴일은 

근처의 역사적인 도시인 교토, 나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FAQ

 장학금제도는
있습니까?
일본학생 지원기구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학습 
태도,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학교내에서 선발합니다. 
또한 본교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오.

Ｑ．
Ａ．

통학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사카후인가의 전문학교이므로, 대부분의 교통기관의 
교통정기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격보다  약 
50~60% 할인됩니다.

Ｑ．

Ａ．

학교설명회는 
있습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실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 
설명회와 개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ECC유학생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Ｑ．
Ａ．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가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등 학교가 장기 휴교중일때에는 1일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Ｑ．
Ａ．

일본에서의 취직은
가능합니까?
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는 취직비자 관계상 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전문학교와 
국제외어전문학교에 관해서는 학습하는 코스와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일본에서 취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학교 입학전의 
직업경력과 학력도 취직비자를 신청할때에 영향을 
끼치므로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 분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Ｑ．

Ａ．

학비감면제도는
있습니까?
전문지식·기술을 배우는 코스에는 본교의 
독자적인 유학생 학비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합격자 전원에게 일본인 학비보다 
2년간 최대 101만엔 감면이 있습니다.  
일 본 어 를  중 심 으 로  배 우 는  코 스 ( E C C
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및 대학진학 
코스 등)은 유학생 전용 학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Ｑ．

Ａ．

수영장

기능적 트레이닝

본
학원
제휴

2021년 4월생 유학생 입학 안내

COLLEGE GROUP

98.9
취업률취업률

％
2020년 3월 졸업생 실적 (유학생 대상 코스)

명명189

OSAKA

217명명

2017년~2019년실적

ECC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소수제·능력별 
수업으로 

일본어를 배움

ECC국제외어전문학교
호텔,여행,영어,무역

ECC국제외어전문학교

게임,3DCG, IT, Web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

ECC컴퓨터전문학교

미용,네일,메이크업,웨딩, 특수 메이크 업

ECC아티스트미용전문학교

전문 지식・기술을 
배워 일본에서 
취직을 목표

일본에서
진학을 목표

대학/대학원

일본어능력시
험합격자수

일본어능력시
험합격자수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합격 

득점
300점 이상 취득자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합격 

득점
300점 이상 취득자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