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ginner 반 Regular 반 

 

・일본어 공부가 처음이라도 OK 
・일본어를 즐기며, 일본을 알아가자. 
・일본의 생활을, 일본어를 사용해서 즐기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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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일본을 알자. 
・일본인 친구를 만들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자. 
・일본의 좋은 점을 많이 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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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 반 Special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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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알차게 생활하자. 
・일본을 알고, 일본 마스터가 되자. 
・일본어 기사나 뉴스에 도전. 
・일본의 문화나 습관을 체험하고, 일본인을 깊이 알자. 

 

●개강 시기 4 월、7 월、10 월、1 월  ●수업 시간  평일 (주 5 일) 18:15-20:40(45 분×3 교시) 전 40 일 
●수업료 132,000 엔(세금 포함)  ●입학금 27,500 엔(세금 포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자는 입학금 100%OFF 
●교재비는 실비징수합니다. (2,000 엔 ～3,000 엔 정도) 
●기타 경비 5,000 엔  ※행사 참가비 등 기타 경비를 실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생 특전 
♥숙소 소개 ♥휴대폰 소개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학교 시설을 사용하여 쾌적한 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습실·휴식라운지·Wi-Fi·인터넷(PC)) 

 

야간 일본어 코스(전 40 일) 
 

수업료 엔(세금 포함)  

 

일본어로 일본을 알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와 연결되다.    일본어로 일본인과 연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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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야마구치학원, 오사카부 인가 전수학교, 법무성 인가중개 신청학교. 

 

ECC 국제 외어 전문학교 
〒530-0015 오사카시 기타쿠 나카자키니시 1-5-11 
Tel：+81(6)-6372-1444(중국어･한국어･영어 가능) E-mail：nihongo@ecc.ac.jp 

야간 일본어 코스의 특색 
★「표현한다」 활동에 중점을 둔 다채로운 수업내용. 

★학생들과 함께, 학습자와 교사가 일체가 되어 배우는 수업공간. 
★교실뿐만이 아니라, 교류나 교실 밖에서의 활동등을 많이 도입 하여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 스타일.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진다.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일본어로 일본을 알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와 연결되다. 일본어로 일본인과 

연결되다. 일본어 야간 코스는, 말을 배우는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본어 교육의 단기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 자신있게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모리 나츠키 선생님(야간 일본어 코스 담당강사) 

입 학 요 강 
 

개 강  시 기 

4 월학기(2020 년 4/15～6/19)、7 월학기(2020 년 7/3～9/18)、10 월학기(2020 년 10/13～12/11)、1 월학기(2021 년 1/8～3/12)  

※수업 시간 평일 (주 5 일) 18:15-20:40(45 분×3 교시) 전 40 일 

※본교에 의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자신에 맞는 클래스에서 학습이 시작합니다. 
 

입 학 자 격 

원칙적으로 18 세 이상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과장이 인정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출 원 방 법 

야간 일본어 코스용 입학신청서와 사진 1 매, 여권・재류카드의 복사(소유자만)를 신청기간내에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 주세요. 
 

입학 신청 장소 및 접수시간 

ＥＣＣ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 (ＥＣＣ국제외어전문학교 2 호관) 

〒530-0015 오사카시 기타쿠 나카자키니시 1-5-11  TEL  +81(6)-6372-1444(중국어･한국어･영어  가능) 

월요일 ～ 금요일 9:30 ～ 17:30 ※다만, 일본의 공휴일과 본교가 규정한 휴일은 제외. 
 

수업료  (단위  :  일본  엔) 
 

기간 (수업 일수) 입학금(세금 포함) 수업료(세금 포함) 

40 일 27,500 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자는 입학금 100%OFF 132,000 엔 

※기타 경비 5,000 엔  ※행사 참가비 등 기타 경비를 실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비는 실비징수합니다. (2,000 엔 ～3,000 엔 정도) 

＊입학금, 기타 경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는 아래의 기간까지 입학사퇴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 환불합니다. 

   4 월기 : 3 월 최종 평일 17:00 까지           

   7 월기 : 6 월 최종 평일 17:00 까지 

   10 월기 : 9 월 최종 평일 17:00 까지 

   1 월기 : 12 월 최종 수업일 17:00 까지 

Instagram 

입학 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