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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울 코 스
１．강좌내용：오사카에 재주하시는 외국인을 위해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국제교류센터와 공동개최한 수업입니다.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강좌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급～중상급 정도의 회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 2020 년도 겨울 코스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후
추첨을 통해 선정

２．수강대상：일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 또는 일상회화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
※오사카부에 주재 혹은 근무하는 분, 수강기간에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는 분
※처음으로 생활일본어코스를 수강하는 분
* 생활일본어코스의 수강이 처음이 아니신 분은 클래스에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재비를 뽑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처음으로 수강하는 분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본 센터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３．수강기간：

※ 토・일・공휴일은 휴강

2020 년

수강기간
４．수강시간：

11 월

24 일（화）～

2021 년

2월

26 일（금）

※ 초급~중상급의 각 클래스 정원 6 명까지

（１일２과시 50 분×2 ）

오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 10 분 ～12 시

초급①、중급②、중상급③

오후

월요일～금요일

오후 1 시 10 분 ～ 3 시

초급④、중급⑤

저녁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 시 10 분 ～ 6 시

초급⑥

오후에는 중상급이 없음

매주 두번, 초급 클래스 만

※ 각 클래스의 정원이 모이는 경우 수업이 시작된 후 클래스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개강 클래스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５．응모자격：강좌를 빠짐없이 끝가지 수강할 수 있는 장기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
６．신청방법：11 월 10 일 오전 9 시부터 11 월 12 일 오후 11 시까지 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은 일본어능력의 체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클래스는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응모자가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수강자가 선정됩니다. 정원에 차지 않을 경우는
개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상기 신청기간 외에 신청한 경우 취소분을 기다리는 접수가 됩니다.
※전화,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학교에 와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７．비

용：오전・오후 클래스
저녁 클래스

⇒

３０，０００엔（교재비 포함） ※수납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１２，０００엔（교재비 포함）

※수납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강이 확정한 분은 신속히 본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은행을 통해 입금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전자화폐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８．비

고：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９．문 의 처：일본학생지원기구 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오사카시 텐노지구 우에혼마치 8-3-13）
지하철 타니마치선[시텐노지유히가오카]역 도보 약 7 분
TEL：06－6774－0033 ／ FAX：06－6774－0788 /
10．공동주최：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국제교류센터

e-mail: info-oskn@jasso.go.jp

TEL：06－6774－8182

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분들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일본어 학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