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집 요 강 （１월, 4월, 7월, 10월 입학） 

1.  모집 과정과 정원 

    모집 과정 : 진학반 2 년 과정 

    전체 정원 : 540 명 

2.  응모 자격 

    본국에서 12 년 이상의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로써, 심신이 건강한 자.  

3.  출원 서류 

・입학원서 (본교 지정 용지) 

・여권 복사(소지자에 한함)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사진 8 매 (최근 3 개월 이내의 것. 가로 3cm, 4cm)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복사본 또는 졸업 증명서 원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경비지불자(본교 지정용지) 

4.  출원 서류의 주의 점 

  a. 출원 서류의 번역은 모두 본교에서 작성함. (번역 수수료 1 식 10,000 엔) 

b. 서류 기입은 반드시 해서체로 흑색이나 청색의 볼펜이나 만년필로 기입하여야함. 

  c. 각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d. 각 증명서와 번역본은 반드시 타이프 해서 제출하여야 함. 

  e. 각 증명서와 번역본, 복사본은 A4 사이즈를 사용하여햐 함. 

５ 출원 기간 

1 월 (겨울학기) 입학 희망자 :   5 월 15 일 ~ 09 월 30일 

4 월 (봄학기) 입학 희망자 :     6 월 15 일 ~ 11 월 30일 

7 월 (여름학기) 입학 희망자 :   1 월 15 일 ~  3 월 20일 

10 월 (가을학기) 입학 희망자 :  2 월 1 일  ~  5 월 30 일      

* 마감일 후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출원 방법 

     - 오사카외어학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https://sakamoto.modoo.at/ e-meil:info@Osaka-gaigo.jp  

- 본교 또는 유학 센터를 경유해서 출원에 필요한 팜플렛과 모집 요강 및 입학 원서 일식을 청구한다. 

- 주의점을 잘 읽고, 필요 서류를 갖추어 부족함이 없는지 재확인 한 후 출원 기간 내에 필착 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 서류가 부족하거나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신고 방법 

    사전 조사표에 의한 심사를 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를 통한 전형을 한다. 

     -전형료 : 30,000 엔 (신청시 지불하고 반환은 불가) 

8.  [입학 허가서]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 

본 학교의 출원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통지함과 동시에 오사카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입국관리국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심사는 약 3 개월이 걸림 

9.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와 입국, 입학 수속 

a.입국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허가가 나오면, 본교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복사본과 입학 

납임금의 통지서를 유학 센터 등을 경유해서 본인에게 통지한다. 

b.본교는 납입을 확인한 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원본과 [입학 허가서] 원본을 유학 센터 등을 경유해서 

본인에게 송부한다. 

c.입학자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여권을 신청하고 국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d.비자를 취득하고, 일본 입국 일정을 결정한다.(결정 사항을 본교에 알리면 본교에서 마중을 대비함) 

e.입국한 후에 바로 입학 절차를 밟는다. 

10.  입학 사퇴 

입학자의 사유로 인한 불입국, 불입학의 경우에는 바로 본교에 연락하고 입학사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용 홈페이지 https://sakamoto.modoo.at/ 

https://sakamoto.modoo.at/
https://sakamoto.modoo.at/


이 경우에는납입금에서전형료와사무수수료（총액의 20%）를 감하고 나머지납임금을 50일 이내에 반환한다. 

(외무성에서 불허가로 인한 경우에는 사무 수수료는 받지 않음.) 

* 납입금 

 전기(6 개월) 후기(6 개월) 단기(3 개월) 

전형료 30,000 엔   

입학금 50,000 엔  15,000 엔 

수업료 290,000 엔 290,000 엔 89,000 엔 

시설비 30,000 엔 30,000 엔  

교재비                   별     도 별     도  

소계 400,000 엔 320,000 엔 104,000 엔 

전/후기 합계 720,000 엔 104,000 엔 

-학교재해보험가입비 14,860 엔(1 년연장시 5,000 엔),과외활동학교활동비 14,000 엔 

졸업식관련(졸업앨범,기모노렌탈및 키츠케 등)10,000 엔 별도  

-신입생은 기숙사(1 인 1 실/2 인 1 실/3 인 1 실)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희망자에 따라서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함. 

 기숙사비는 학비와 함께 납입함.(보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숙사비는매달납입함) 

*기숙사비 – 입주금 40000엔 <입주금 반환없음> <키값 10000엔 반환없음>＜소독세 19,500엔 입실시에 납부,반환없음＞ 

1 인 1 실 :       46300 엔   

2 인 1 실 : 1 인당 28300 엔    

3 인 1 실 : 1 인당 21300 엔 

*세탁기,냉장고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11.  본교의 특징 

a.본교는 국제 교류 센터가 경영하는 일본어 학교로서 아시아 각국 뿐 만이 아닌 미국, 영국,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폭 넓은 교류를 경험 할 수 있고, 이사장 또한 일본어 학교 경영을 20 년이상 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b.본교의 강사진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며, 특히 대학 진학의 지도 강사는 일본초일류대인 동경대, 교토대 출신 

강사들이 지도하고 있다. 

c.본교는 오사카 중심가인 혼마치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학업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에 매우 편리하다. 

d.본교는 8 층 건물로서 학업 이외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별실이 완비되어 있다. 

e.본교는 대학이나 사회의 명소들을 견학 할 기회를 가지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일본인과의 교류회를 갖고 있다.  

(참가비 500 엔으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며 대화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며 실습 공부도 할 수 있다.) 

f.본교에서는 타교에 비해 저렴한 학비로 향상된 교육을 받을수 있다.. 

-입학 전의 단기 코스는 장기코스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비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하다. 

(3 개월 89000엔) 

12. 출원 서류 제출처와 문의처 

〒541-0057 

大阪府大阪中央区北久宝寺町 2-6-14 国際交流センタービル 

TEL : (+81)06-6241 – 6677 (대표전화)  - 언제든지 한국어로 상담 가능. FAX : (+81)06-6258 – 1010 

Site : http://osaka-gaigo.jp          E-MAIL : info@osaka-gaigo.jp    

13.  입학료 송금 은행    （일본국내에서의 송금 은행） 

은행명 : 株式会社 商工組合中央金庫  지점명 : 大阪支店  은행주소 :〒550－0011 大阪市西区阿波座 1－7－13 

예금종별 : 普通口座   계좌번호 : 1081268 

-해외에서의 송금 은행 

은행 : THE SHOKO CHUKIN BANK, LTD. International Division 

주소 : 10-17 2Chome Yaesu Chuo-ku Tokyo, 104-0028, JAPAN 

은행계좌번호 : 1081268 An ordinary account      SWIFT 코드 : SKCKJPJT 

이름 : OSAKA FOREIGN LANGUAGE SCHOOL           

오사카 외어학원 대표 홈페이지 : https://sakamoto.modoo.at/(한국전용) 

* 오사카 한국전용 홈페이지에는 학교소개, 학사안내, 입학신청안내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수도세  1500 엔/1 인/달 

전기세 가스세 실비 

Wi-fi 이용료 700 엔/1 인/달 

공동관리비 2200 엔/1 인/달 

 

https://sakamoto.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