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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山

OKAYAMA

일본에서

진학한다

취직한다

오카야마는 토쿄에 비해 물
가가 싸고 생활하기 편리한
장소입니다. 또한 시내는 자
전거로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비도 필요없습니다.
오카야마 사람들은 정이 많
아서 마음편히 지내기 좋
은 곳입니다. 복잡한 도시가
아니면서 시골도 아닌 딱
좋은 규모의 지방도시로 공
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
소입니다. 오카야마외어학원
은 오카야마시내의 중심부
에 위치하여 주변에는 우체
국, 병원, 상점가 등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예술과 문화,역사의 도시

'오카야마시'의 인구는 72 만명이며 산지와 평야, 아사히 강
과 요시이강의 2 대 하천, 세토내해 등의 풍요로운 자연환
경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모모타로 전설과 온난한 기후가 키워낸 백도(흰 복숭아)와
머스컷포도 등 고급 과일의 산지로서 유명합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해온 마음훈훈한 멋진 도시입니다.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

오카야마는 '맑은 나라'로 불릴만큼 맑은 날이 많으며 태풍
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적은 안심과 안전의 지역입니다.

교통

오카야마 공항은 서울,베이징,상하이,타이페이,홍콩

과의 국제정기편이 있으며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또한 신칸센과 버스를 이용한 국내

이동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오카야마는 서일본의 교차

점으로서 지역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치안이 좋다・재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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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코스를 중심으로 초급부터 상급까지

세세하게 구분된 레벨 클래스를 개강.친

절한 일본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이외의 정주자나 배우자,기업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일본어교육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코스

단기 입학

【입학】 4월・10월

【정원】 400명

【학습시간】

주 20시간,연간 40주

월요일～금요일、1일 4시간

중급～상급 9:00-12:35,초급～중급 13:15-16:50

Ｎ3레벨 이상인 학생은 진학 등을 위한 목적별

클래스에서 공부합니다.이 클래스에서는 스피

치와 논문지도 등 입시와 면접,취직 등에 도움

이 되는 수업내용으로 짜여져 있어 보다 실천적

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진학코스

진학코스

취직지원코스

간호사코스

2주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기

유학코스입니다.

대학・전문학교 등에 특별 추천
오카야마 외어학원에서는 일본전국 40개 이상

의 대학/전문학교와 교육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학비 등의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각지에서의 취직지

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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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일례

개별지도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필요에 맞고 또한 희망

하는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담임강사,통역

스탭 등이 카운셀링 형식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비

에어컨,세탁기,냉

장고,전자렌지,TV,

밥솥,청소기,취사

도구,이불

수도

광열비
실비

기숙사비
192,000엔
(6개월분,보증금,화재

보험료,열쇠교환비 포함)

소요시간
학교까지 자전거로

약 15분

넓이 약 23㎡

아르바이트

학생기숙사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급부제도
월 30,000엔×12개월

・ LSH아시아장학회장학금
100,000엔

・나카시마기념재단장학금
월 10,000엔×12개월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위한 것 뿐만 아

니라 학교 이외에서 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는 어려움이나 일본인과의 교제방법을

공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학생의 취업에 대하여

유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은 자격외활동허가

를 취득후 1주간 28시간(장기방학중 1일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l 유학생은 입학후 6개월간 학생기숙사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 주된 전기제품과 가구도 있어 일본

입국후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l 밥솥・청소기・이불・식기류 등 생활

용품의 일부는 퇴실시 드립니다.

l WiFi계약도 가능합니다.

유학생 서포트

한국어가 가능한 스탭이 상주

하고 있어 모든 사태에 대응하

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출석과 건강관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유학생

전용 긴급연락전화가 있으므

로 안심하고 오카야마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전거로 10～15분

거리의 장소에 학생기숙사가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가전,

가구가 정비되어 있어 일본

입국후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수속, 우체국/은행

의 계좌개설,질병시,아르바이

트 관련 등 생활전반을 스탭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 전문기관에

서의 정기건강진단, 일본어학

교유학생보험가입으로 의료비,

개인배상책임보상, 구원자비용

을 완전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기숙사와

아파트를 방문하여 생활 상태

를 상담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는 말하기 힘든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락

한국어

대응

학생기숙사

생활

서포트

가정방문

건강관리

장학금

입학부터 졸업까지

만전의 케어 체제

기숙사의 개요・설비

・오카야마외어학원 장학금
연 2회 선정 50,000엔

・오카야마외어학원 노력상
연 2회 선정 5,000엔

・오카야마외어학원 개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