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阪日本語教育センター

◆2020 년 여름단기일본어회화코스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2020 년 7 월 8 일(수요일) 까지
※신청 기한까지 각 클래스가 정원이 찼을 경우, 바로 마감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1)신청서 및 동의서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3 개월 이내의 사진 한장(뒤면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세요)을
신청서에 붙여주세요. ※사진의 사이즈(가로 4 ㎝×세로 4 ㎝)
<참가자 전원>
동의서의 ≪동의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세요.
<18 세미만인 분>
보호자가 동의서의≪동의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승낙서≫부분에 서명을 해주세요.
(2)수업료
65,000 엔 (교재비 포함)
※수업료 청구 후, 은행을 통해 지불해 주세요.
※일단 납부한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반납할 수 없기때문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재류카드 또는 여권의 사본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신청방법
 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 홈페이지의 [단기일본어 회화코스]라는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다운로드 해 주세요.
(2)신청서와 동의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사진을 붙여 주세요.
(3)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과 함께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장소】
오사카일본어교육센터 사무실
〒543-0001 오사카시 텐노지구 우에혼마찌 8-3-13
TEL: 06-6774-0033, FAX: 06-6774-0788
E-mail:info-oskn@jasso.go.jp
HP: https://www.jasso.go.jp/ryugaku/study_j/jlec/ojlec/index_ko.html
<접수시간>9:00 - 17:3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지하철 타니마찌선{시텐노지마에 유히가오까}역에서 도보 약 7 분
■킨테츠{우에혼마찌}역에서 도보 약 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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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 방법
신청 완료 후, 수업료의 지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신청서]에 적혀있는 전화 또는 메일입니다.
※참가비는 은행을 통해 납부해 주세요. 현금지불은 불가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5. 기타
●수강중의 숙박과 점심 식사, 본 센터까지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 기간 동안 본 센터의 유학생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본교 감염예방 대책에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 또 몸 상태나 해외
도항경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클래스의 목표
클래스

목표

내용

일본어능력
시험레벨

•인사를 나두다
초급

인사,간단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회화를 할수

•주변의 화제를 위주로 하는 간단한 회화를 할

있다.

N5

수있다.
•상점, 요리점등에서 간단한 일을 마칠 수 있다.

말하기

•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할 수 있다.
중급

어느 정도의

•부탁할 수 있다.

회화는 할 수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있다.

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공손한 표현으로 윗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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