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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葉の虹かけて、世界へはばたこう』 
CBCは1948年の創立以来、定評ある語学教育を基盤に最適な教育環境と教職員によるきめ細かな

サポートで満足度の高い教育を提供してきました。卒業生は、国際的なあらゆるビジネス・

シーンで評価される力を身につけ、各国の政治・経済・産業・教育・メディア等さまざまな

フィールドで活躍しています。 

最先端の教育環境を提供するため、全教室にマルチメディア機器を設置し、他日本語教育機関

に先駆け、iPad などのタブレット端末を使用した授業を開始しました。充実した教育環境とと

もに経験豊富な講師陣と留学生活をサポートする職員一同、皆さまのご入学を心よりお待ちし

ております。 

"언어는 세계를 향하는 무지개 다리" 
CBC는 1948년 설립 이래, 정평이 나 있는 어학교육을 기반으로 최고의 교육환경 및 교직원

의 세심한 서포트와 함께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졸업생들은 국제적인 비즈

니스업계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기술을 익혀,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및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앞선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교의 모든 교실에 멀티미디어기기를 설치하였고, 

다른 일본어교육기관보다 앞서서 iPad 등의 타블릿 PC를 사용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충실한 교육환경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그리고 유학생활을 서포트하는 직원 모두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8年創立の語学教育の伝統校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CBC）は、1948年の創立以来、語学教育のパイオニアとして長い歴史を誇

り、その教育内容は多方面から高い評価を得ております。本校の日本語教育の歴史は神奈川県では

最も古く、1987年に認可を受け、日本の日本語教育界の牽引役を果たしてきました。 

2012年4月には、日本での就職を目指す外国人留学生のためにビジネス日本語学科が開設されまし

た。今日のグローバルビジネスにおいて即戦力となる、人材育成を行っていきます。 

1948년에 설립된 어학교육의 전통을 지닌 학교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호칭 CBC)는 1948년의 설립 이후로, 어학교육의 선구자로서 긴 역사를  

자랑하며 그 교육내용은 다방면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교의 일본어교육 역사는   

가나가와현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었고, 1987년에 승인을 받고난 뒤로부터 일본국내에서 일본어교육계의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2012년 4월에는 일본국내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비즈니스일본어학과를 개설하여, 오늘날의 글로벌비즈니

스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CBC）について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소개 

 学校長・理事長メッセージ                         학교장・이사장 인사   

Contents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CBC）について  P.02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소개 

 学校長・理事長メッセージ    P.02   
  학교장 ・이사장 인사  

 CBCの学科コース     P.03 
  학과 및 코스 안내 

 CBCの日本語教育     P.04 
  CBC만의 일본어교육 

 スピーチコンテスト受賞歴・奨学金制度  P.05 
  스피치콘테스트 수상이력 ・장학금 제도 

 日本語学科・日本語研究科    P.06-07 

  일본어학과 ・일본어연구과  

 ビジネス日本語学科     P.08 
  비즈니스일본어학과   

 

 

進路指導      P.09 
 진학 및 취업 지도 

国際交流・アクティビティ    P.10 
 국제교류와 학교 행사  

留学生サポート情報・CBCで学ぶメリット  P.11 
 유학생 서포트정보 ・CBC 학생들만의 혜택 

年間行事・世界で活躍する卒業生   P.12-13 

 연간 행사 ・세계 각처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 소개  

学園施設・学生寮     P.14-15 
 학교시설 및 학교 기숙사 

Welcome to CBC in Kawasaki City   P.16-17 
 가와사키지역 주변 지도 

専門課程コース案内     P.18-19 
 전문과정 코스 안내 

 

学校法人 深堀学園 理事長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学校長 

深堀 和子 

학교법인 FUKABORI학원  이사장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학교장 

후카보리 카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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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の学科・コース                         학과 및 코스 안내  

日本語と専門知識が学べるCBC 
CBCでは日本語はもちろん、併設の専門課程で専門知識・資格の習得が可能です。 

さらに、希望進路に合わせ、就職指導や進学指導を行っています。 

일본어학습만이 아닌 전문지식 학습도 가능한 CBC  
본 CBC에서는 일본어는 물론, 병설된 전문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여러 분야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목표에 맞추어 취업지도 및 진학지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日本語力を身につける 
 

일본어능력 향상  

内部進学で専門知識を身につける 
 

전문과정 진학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향상  

  CBCでの日本語学習から進学・就職モデル 

  일본어학습 이후의 진학 및 취업 예  

 

日本語学科        P.06 

일본어학과  

日本語研究科         P.06 

일본어연구과 

就職サポート P.09 

就職ガイダンスや個別カウンセリング

をはじめ、様々な就職指導を行ってい

ます。 

취업 서포트 

취업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취업지도가 이루어집니다. 

進学サポート P.09 

進学説明会や面接指導などを定期的に

行なっています。また、進路希望に合

わせ、選択科目の履修が可能です。 

진학 서포트 

진학설명회와 면접지도 등을 정규적

으로 실시합니다.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서 선택과목 등의 이수도 가능  

합니다.  

就職 日本国内 / 海外 

일본국내 혹은 해외에서 취업 

日本での進学 

일본 국내에서 진학 

大学院 

대학원 

大学 

대학교 

専門学校 

전문학교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学科  P.18 

호텔 ・ 웨딩관광학과 

ビジネス日本語学科         P.08 

비즈니스일본어학과 

国際ビジネス研究科         P.18 

국제비즈니스연구과 

グローバルICT研究科        P.19 

글로벌ICT연구과 

グローバルICT学科          P.19 

글로벌ICT학과 

国際ビジネス学科          P.18 

국제비즈니스학과 

2年課程   2년과정 1年課程   1년과정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研究科 P.18        

호텔 ・ 웨딩관광연구과 

1年課程   1년과정 

 入学時期              4月・10月 

  입학시기              4월・10월 

    入学時期             4月 

        입학시기             4월 

 入学時期              4月・10月 

  입학시기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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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の日本語教育                         CBC만의 일본어교육   

教育方針 
現在、国内外を問わず、日本語が使える外国人の活躍の場が大きく広がっています。 

国際感覚に優れ、日本を理解し、日本語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として使いこな

せる人材を育成します。 

교육 방침 

현재, 국내외를 불문하여 일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활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감각이 뛰어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물, 또한 

일본어를 커뮤니케이션상의 한 수단으로 삼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로 CBC만의 교육방침입니다.  

1948 神奈川県の認可を受け、川崎市民米語学校を創立 가나가와현에서 승인을 받아 가와사키시민을 위한 영어학교 설립 

1983 専修学校として認可。「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と改称 전수학교로서 승인을 받아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로 개칭  

1984 第1号館（現国際館）完成。副校長深堀和子が校長に就任 제1호관(현 국제관)을 완공하여 부교장 후카보리 카즈꼬씨 교장으로 취임 

1987 日本語・日本文化学科開設 일본어・일본문화학과 개설 

1990 日本語・日本文化研究科開設 일본어・일본문화연구과 개설 

2003 

日本語・日本文化学科を日本語学科に改称 일본어・일본문화학과를 일본어학과로 개칭 

日本語・日本文化研究科を日本語研究科に改称 일본어・일본문화학과를 일본어연구과로 개칭 

大学・短大卒業者のための日本語教育研究科開設 대학・단기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본어교육연구과 개설 

川崎市内の高校・小学校・地域との国際交流開始 가와사키시내의 고등학교・초등학교・지역과의 국제교류 개시 

2004 横浜国立大学日本語教育専攻学生と交流開始 요코하마국립대학교 일본어교육 전공 학생과의 교류회 개시 

2010 新校舎（現本館）完成 신관 (현 본관) 완공  

2012 ビジネス日本語学科開設 비즈니스일본어학과 개설 

学んだ日本語を実際に使ってみるということを重視します。プレゼンテーションや新聞・ドラマなどの作品作り、ディスカッションなど、 

学生主体の活動型の学習で、仲間と学ぶ教室そのもの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キルを磨く場となります。 

습득한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프레젠테이션과 신문・드라마의 작품 제작, 토론 등 학생 주체의 활동형 학

습을 실시하며 반의 학생들과 배우는 교실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 됩니다. 

個人の学習も大切ですが、国籍の違うクラスメートと共に学ぶことで学習の効果はさらに高まります。様々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持った

学生たちが、互いの文化や考えの違いを感じ、表現し、理解をしていく中で、日本語力と共に真の国際人としての感覚を養うことを目指

します。 

개인학습도 중요하지만, 국적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배움으로 인해 학습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학생들 서로가 

문화와 사고의 차이를 느끼고 표현하며 이해함으로써, 일본어능력과 동시에 진정한 국제인으로서의 감각을 키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スムーズな意思疎通のためには、しっかりした基礎が必要です。日々の授業の中で各種テストや課題の提出など、繰り返し学習項目を確認 

することで、正確な日本語を書き、話すための基礎力を養います。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확실한 기초의 구축이 필수입니다. 매일같이 실시되는 각종 시험과 과제 제출 등, 반복하여 학습    

항목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일본어를 쓰고 말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키웁니다. 

 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を養う活動型授業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양성하는 활동형 수업   

 CBC日本語教育の歴史                         CBC 일본어교육의 역사   

 基礎力の重視     기초력에 중점을 둔 지도  

 学び合いの場としての教室作り     학생들의 상승효과가 만들어내는 학습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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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문학교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 

3년 연속 수상 쾌거!! 
CBC는 전국전문학교 일본어교육협회가 주최하는 스피치콘테스트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 수

상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6년 동안에 5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CBC만

이 달성한 쾌거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스피치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全国専門学校日本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3連覇達成！ 

CBCは全国専門学校日語教育協会主催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おいて3連覇を達成。また、過去6年

で5回優勝しており、これはCBCだけが達成した快挙です。その他、各スピーチコンテストでも 

優秀な成績を収めています。 

川崎市国際交流協会主催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주최 

関東甲信越地区弁論大会 

관동갑신월지역 웅변대회 

全国専門学校日語教育協会主催 

전국전문학교 일어교육협회 주최 

 

2012年 韓国学生 最優秀賞 

2012년 

한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2011年 韓国学生 最優秀賞 

2011년 

한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2008年 タイ学生 最優秀賞 

2008년 

태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2011年 韓国学生 最優秀賞 

2011년  

한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2012年 台湾学生 外務大臣賞 

2012년  

대만학생 최우수상 수상 

2013年 中国学生 最優秀賞 

2013년 중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2009年 韓国学生 最優秀賞 

2009년 한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スピーチコンテスト受賞歴               피치콘테스트 수상이력   

外国人学生のための充実した奨学金制度 
成績、出席率などの要件を満たすことにより、下記の奨学金を受給できるチャンスがあり 

ます。また、CBCは日本学生支援機構 文部科学省外国人留学生学習奨励費給付予約制度の 

対象校です（日本留学試験成績優秀者対象）。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알찬 장학금 제도 

성적 및 출석률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

다. 본교는 일본학생지원기구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학습장려비 지급예약제도 대상학

교입니다 (일본유학시험 성적우수자 대상). 

奨学金名 

장학금명 

受給額・期間  

금액 및 기간 

条件  

지급 요건 

日本学生支援機構 

文部科学省外国人留学生学習奨励費  

일본학생지원기구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학습장려비(JASSO) 

月額48,000円 

12か月 / 6ヵ月   

월  48,000엔 

12개월 / 6개월 

留学ビザ 

成績・出席率優秀   

유학비자 소지자 

성적 및 출석률이 우수한 자 

川崎市外国人留学生修学奨励金  

가와사키시 외국인유학생수학장려금 

月額10,000円 

12か月 / 6ヵ月 

월  10,000엔 

12개월 / 6개월 

留学ビザ 

成績・出席率優秀 

川崎市在住   

유학비자를 소지하며 성적과 출석률이 우수한 자 

가와사키시내 거주자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CBC奨学金（前期・後期） 

CBC장학금 (전기・후기) 

100,000円 

（一括支給）  

100,000엔 (일괄지급) 

成績・出席優秀   

성적 및 출석률이 우수한 자 

 ■ 奨学金一覧     장학금 제도 일람 

 奨学金制度                         장학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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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ラスレベル 

클래스 레벨 

学習期間 

학습기간 

到達目標 

목표 

選択科目・目的別授業など 

선택과목・목적별 수업 등 

上級Ⅱ,Ⅲ 

상급 2, 3 

6か月 

6 개월 

日本人と同等の日本語能力が身に付く。 

현지 일본인과 동등한 일본어 실력을 익힙니다.  
   

上級Ⅰ 

상급 1 

6か月 

6 개월 

専門的な話題に関しても議論できる能力が身に付く。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가능한 실력을 익힙니다. 

選択科目 

선택과목 
 

中級Ⅱ 

중급 2 

6か月 

6 개월 

テレビやラジオのニュース、新聞を理解できる。JLPT N1 

TV 또는 라디오, 뉴스 및 신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JLPT N1 수준.  
  

目的別授業 

목적별 수업 

中級Ⅰ 

중급 1 

6か月 

6 개월 

日常の出来事や時事問題についてある程度説明できる。 JLPT N2 

일상생활 및 시사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JLPT N2 수준.   

初級Ⅱ 

초급 2 

3か月 

3 개월 

簡単な日常会話や趣味、仕事について文章を書くことができる。 

간단한 일상회화 및 취미, 업무 등에 대해 쓰기가 가능합니다.  漢字クラス 

한자 수업 初級Ⅰ 

초급 1 

3か月 

3 개월 

ひらがな、カタカナの読み書き、基礎的な会話ができる。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읽기와 쓰기 및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합니다. 

  幅広いレベルとニーズに対応     폭넓은 레벨과 니즈에 맞춘 커리큘럼 구성  

■ クラスレベルと使用教材     클래스 레벨 및 사용 교재  

  特色     CBC 일본어학과만의 특징 

1 年間900時間にも及ぶ圧倒的授業時間数（1時間は1コマ50分授業） 

 연간 900시간까지 이르는 압도적으로 긴 수업 시간수 (한 수업은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様々な学生のニーズに答える、選択科目・目的別授業（進学対策・就職対策など） 

 여러 니즈에 맞춘 선택과목 및 목적별 수업 실시 (진학과 취업대비 등)  

3 非漢字圏学習者への特別漢字クラスやJLPT直前講座を無料で受講可 

 비한자권의 학습자에게 특별히 한자수업을 개설하거나 일본어능력시험(JLPT) 직전 대비반을 무료로 실시 

初級Ⅰ 초급 1 初級Ⅱ 초급 2  中級Ⅰ 중급 1 中級Ⅱ 중급 2 上級Ⅰ 상급 1 上級Ⅱ,Ⅲ 상급 2, 3 

みんなの日本語 I 

민나노일본어 I 

みんなの日本語 II 

민나노일본어 II 

文化中級日本語Ｉ 

문화중급일본어 I 

文化中級日本語 II 

문화중급일본어 II 

新中級から上級への日本 
신 중급부터 상급으로의 일본어 

高校国語教科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日本語学科では基礎レベルから応用レベルまでの4技能（読む・聞く・書く・話す）をバランスよく学習します。1年間の日本語学習  

 後、さらに高度な日本語を学ぶために日本語研究科に進級することもできます。また、進路や目的に会わせ、選択科目や目的別授業 

 を行い、学生の様々なニーズに応えます。 

●본교 일본어학과에서는 기초부터 응용 레벨까지 4가지 영역(읽기・듣기・쓰기・말하기)을 골고루 학습합니다. 1년간의 일본어 

  학습 후에는 고급레벨의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한 일본어연구과로의 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와 목적에 맞추어 선택 

  과목과 목적별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니즈에 맞춘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日本語学科・日本語研究科（各1年コース） 

        일본어학과・일본어연구과 (각 1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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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大学院進学 

대학교・대학원 진학 

就職 

취업 

その他 

기타 

日本留学試験対策 

일본유학시험(EJU) 대비 

BJT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対策 

BJT 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 대비 

発音トレーニング 

발음 트레이닝 

総合科目・物理・化学・数学 

종합과목・물리・화학・수학 

敬語トレーニング 

경어 트레이닝 

映像から学ぶ日本語 

영상을 통해 배우는 일본어 

小論文 

소논문 

ビジネス日本語 

비즈니스일본어 

歌詞で覚える日本語 

노래 가사로 외우는 일본어 

英語 

영어 

WORD演習 

워드(MS WORD) 연습  

日本文化を知る 

일본문화의 이해 

日本語能力試験対策 

일본어능력시험(JLPT) 대비 

新聞を読む 

일본신문 독해 

翻訳 

번역 

 ■ 選択科目・目的別授業科目例     선택과목・목적별수업 과목 예 

 選択科目と目的別授業      선택과목 및 목적별 수업  

進路や目的に合わせて選べる、選択科目と目的別授業  

 学生によって、日本語を学ぶ目的は様々です。CBCでは、多様な目的に応える目的別授業を実施しています。また、卒業後の進路に 

 合わせ、日本留学試験対策やビジネス会話などの選択科目制度を導入しています。  

진로와 목적에 맞추어 선택이 가능한 선택과목 및 목적별 수업  

  각 학생마다 일본어 학습목적은 다양합니다. CBC에서는 해당 목적에 맞추어 목적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의 진로에 따른 일본유학시험(EJU)대비 및 비즈니스회화 등 선택과목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日本語能力試験対策 

일본어능력시험(JLPT) 대비 

新聞を読む 

일본신문 독해 

日本文化を知る 

일본문화의 이해 

入学時期 입학시기 4월・6월・10월・1월 4月・6月・10月・1月  

 短期コース 1か月・3か月                         단기 1개월 및 3개월 코스 

 ワーキングホリデーコース 3か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를 위한 3개월 단기코스 

入学時期 4月・6月・10月・1月 4월・6월・10월・1월 입학시기 

● 就職、アルバイトセミナーや企業見学などがあります。 ● 취업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세미나와 기업견학 등이 이루어집니다.  

● 日本語を必要とする外国人社員向けグループレッスンや要望に 

   合わせた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を行っています。 

   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업무상 일본어를 필요로 하시는 외국인사원 분들을 위한 그룹레슨과 

  요망에 따라 개인레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교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在留資格 재류자격 
단기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교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短期滞在などの在留資格で受講可能です。 

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日本語学科・日本語研究科（各1年コース） 

        일본어학과・일본어연구과 (각 1년 과정) 

 企業研修・プライベートレッスン   기업연수 및 개인레슨 

[ 主な実績 ] 

 株式会社 東芝、東芝インフォメーションシステムズ株式会社 

 ソニーロジスティックス株式会社 、オーストラリア大使館東京 

 川崎市役所、アルプス電気株式会社、他多数 

[그룹레슨 실적] 

주식회사 Toshiba, Toshiba Information Systems, Sony Logistics 주식회사, 

Australian Embassy Tokyo, 가와사키시청, ALPS전기 주식회사, 기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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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9:40 –

10:30 

就職対策 

취업 대비 

語彙表現 

어휘 표현  

ビジネス文書 

비즈니스문서 

日本語文法 

일본어 문법 

発音トレーニング 

발음 트레이닝  

10:40 –

11:30 

ビジネス会話 

비즈니스회화 

経済新聞講読 

경제신문 강독 

ITスキル 

IT 스킬 익히기 

日本語文法 

일본어 문법 

聴解 

청해 

11:40 –

12:30 

ビジネス会話 

비즈니스회화 

国際ビジネス 

국제비즈니스 

ITスキル 

IT 스킬 익히기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ビジネス英語 

비즈니스 영어 

12:35 –

13:25 

昼休み 

점심시간 

国際ビジネス 

국제비즈니스 

昼休み 

점심시간 

ビジネスプレゼンテーション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TOEIC 

13:30 –

14:20 

 簿記 

부기 (회계) - 
 選択科目 

선택과목 - - 
14:30 –

15:20 

簿記 

부기 (회계) - 
選択科目 

선택과목 - - 

最新の企業情報の分析をはじめ、エントリーシートの書き方や模擬面接はもちろん

入学直後から「礼儀・挨拶」「言葉づかい」「服装」などの具体的なマナーのアド

バイスと、トレーニングをくり返し行います。 

최신의 기업정보를 분석하여 지원서 작성방법 및 모의면접은 물론, 입학 직후

부터“예의와 인사하는 법”,“말하는 법”,“복장”등 구체적인 매너에 대한  

어드바이스와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卒業時に、高い技術・技能を学んだことを証明する「専門士」の称号が授与されま

す。卒業後すぐに日本で就職できるのはもちろん、母国に一度帰国しても「人文 

知識・国際業務」などの在留資格で、日本での就労が可能です。 

본 과정 졸업과 동시에 높은 기술・기능을 습득한 증명으로서“전문사”칭호가 

부여됩니다. 졸업 후 일본국내에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모국에   

귀국하더라도‘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국내에서 다시 취

업이 가능합니다. 

本校で学んだ技能を実際の職場で試すことで、具体的な業界のしくみや職種を体感す

るインターンシップを経験できます。就職活動において企業との有効な接点づくりが

図れるため、本校では特に力を入れています。 

습득한 기능을 직장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봄으로써, 업계의 구체적인 시스템 및 

직종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쉽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활동에 있어 본인

에게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점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ビジネス日本語学科（2年コース） 
    비즈니스일본어학과 (2년 과정) 

科目系列 

과목 계열 

授業科目例 

수업 과목예 

■ビジネス関連 

비즈니스 관련 

ビジネス文書 

비즈니스 문서 

ビジネス会話＆マナー 

비즈니스회화 및 매너 

ビジネス基礎 

비즈니스 기초 

キャリアプランニング 

캐리어플랜닝(실무계획) 

経済事情 

경제사정 

■日本語関連 

일본어 관련 

話す文法 

말로 표현하는 문법 

日本語講読 

일본어 강독 

聴解 

청해 

文章表現 

문장 표현  

スピーチ 

스피치 

発音トレーニング 

발음 트레이닝 

■社会一般 

사회 일반 

現代事情 

현대사정 

異文化理解 

이문화의 이해 

■コミュニケーション 

커뮤니케이션 

ディスカッション 

토의 

プレゼンテーション 

프레젠테이션  

ディベート 

토론・논쟁 

■英語関連 

영어 관련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演習 

영어 커뮤니케이션 연습 

■検定対策 

검정시험 대비 

日本語能力試験 N1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 就職サポート体制     취업 서포트 시스템 

日系企業への就職に必要な日本語を身に付ける 
ビジネス日本語学科は、日本で就職したい人や母国において日系企業で働きたい

人のための学科です。ビジネスで必要な日本語やマナーを学び、就職に有利な資

格取得を目指します。 

일본계 기업 취업을 위한 필수 일본어를 익힙니다 
비즈니스일본어학과는 일본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모국에서   

일본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상   

필수적인 일본어와 매너를 배움으로 취업하는데 유리한 자격증의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特色     CBC 비즈니스일본어학과만의 특징  

■ 卒業時に専門士授与     졸업시 전문사자격증 수여 

■ 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     인턴쉽 제도 

2年次時間割例   2학년 시간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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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職を希望する学生には、エントリーシートの書き方から模擬面接などの指導を行っています。 

さらにビジネス日本語学科では、ビジネスマナーの習得やインターンシップを実施しています。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서 작성방법 및 모의면접 등 다방면에 걸쳐 지도하고 있습 

니다. 더불어 비즈니스일본어학과에서는 비즈니스매너의 교육 및 인턴쉽을 통해 취업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일본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지도합니다.  

きめ細かな進路指導 
学生によって進学や就職など進路はさまざまです。本校ではそれぞれの学生の 

進路希望に合わせ、クラス担任、進学指導担当・就職指導担当が、きめ細かな 

サポートを行います。 

세심한 진로 지도 및 상담 
학생마다 진학과 취업 등 진로에 대한 희망은 다양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본인의 목표에 맞추어 담임교사, 진학지도담당 또는 취업지도 담당교사가   

세심한 서포트를 진행합니다.  

 進路指導                         진학 및 취업 지도  

  就職指導     취업지도    

大学進学を希望する学生には、日本留学試験科目の受講が可能です。もちろん願書の書き方から

模擬面接などの指導も行います。大学院進学希望者には小論文作成指導も併せて行っています。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일본유학시험 특별대비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서 작성법부터 모의면접까지 다방면의 지도가 이루어지며, 대학원 진학 희망자에게는 

소논문 작성법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 エントリーシート・履歴書・記入 

● 就職オリエンテーション 

● 面接対策・自己PR作成 

● ビジネスマナー習得 

● 就職説明会案内・引率 

● インターンシップ 

 ■ 対策・指導例     취업대비 및 지도 예 

● 日本留学試験対策 

● 日本語能力試験N1対策 

● 大学院受験対策 

● 進学希望者対象オリエンテーション 

● 担任による進学相談と面接指導 

● 進路指導、各学校の情報・資料提供 

● 進学説明会案内 

●  일본유학시험 (EJU) 특별대비반 개설 

●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특별대비반 개설 

●  대학원 수험 특별대비반 개설 

●  진학 희망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담임교사에 의한 진학상담과 면접지도 

●  진로지도와 각종 학교정보 및 자료 제공 

●  진학설명회 안내 

 ■ 対策・指導例     진학대비 및 지도 예 

  進学指導     진학지도  

 ●  지원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  취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면접대비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  취업설명회 안내 및 인솔 

●  인턴쉽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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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際交流・アクティビティ               국제교류 및 학교 행사 

多彩な国際交流と文化体験 
CBCでは、地域の学校との交流会をはじめ、お神輿体験や着物の着付けなど様々な

文化体験を行っています。また、本校の日本人学生との交流会や社会見学なども

行っています。 

다양한 국제교류와 문화체험 실시 
CBC에서는 가와사키지역 학교와의 교류회를 비롯하여, 미코시(일본 마쓰리에서 쓰이는  

신위[神位]를 실은 가마)체험과 기모노 입기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회 및 사회견학(야외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国会議事堂 

국회의사당 

みかん狩り 

귤따기 체험 

潮干狩り 

개펄에서 조개잡이 

鎌倉散策 

가마쿠라 산책 

   

川崎の小学校を訪問し、互いの国の遊びや

文化を紹介し合います。 

가와사키시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국의 놀이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中国語を学ぶ川崎の高校生と楽しく餃子 

作り。 

중국어를 배우는 가와사키시내의 고등학생  

들과  만두 만들기를 통한 문화교류를 실시 

합니다. 

大学生とディスカッションを行い、互いの

文化の理解を深めます。 

대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합니다. 

 地域の学校との国際交流     가와사키지역 학교와의 국제교류 실시  

● 年に2回、春と秋に社会見学を行っています。工場・会社見学をはじめ、季節に合わせいちご狩りなど好きなコースを選べます。 

● コース例：いちご狩り、東芝科学館、カップヌードルミュージアム、TV局、食品サンプル製作体験、新聞社、日本民家園 

◎ 1년에 2번,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사회견학을 실시합니다. 공장 및 회사견학을 비롯하여, 계절에 맞추어 딸기따기 체험 등  

   본인이 희망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코스 예: TOSHIBA 화학박물관, TV방송국, 딸기따기 체험, 식품샘플 제작체험, 신문사, 일본민속촌, 컴라면박물관, 등 

 春と秋の社会見学     봄학기와 가을학기 사회견학 실시  

■ CBC SPORTS CLUB     CBC 스포츠클럽 ■ 日本人学生との交流   일본인학생들과의 교류회 

 週2回、近郊の体育館でバスケット

ボール、バドミントン、卓球、 

バレーボールを行っています。 

한 주에 2번씩, 학교 근교 체육관 

을 빌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및  

배구를 즐깁니다.  

 日本語を学ぶ留学生と専門課程で学

ぶ日本人学生と定期的に交流会を開

催しています。 

유학생들과 전문과정에 재학중인  

일본인학생들 간의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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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学生活をしっかりサポート 
日本語学習はもちろん、生活面でもしっかりとサポートします。来日すぐの区役所 

での居住登録や国民健康保険加入手続き、銀行口座開設、携帯電話購入まで、マルチ 

リンガルスタッフがお手伝いします。 

 

학생들의 유학생활을 전면적으로 서포트합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물론, 학생들이 일본 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서포트합니다. 동사무소의 거주지등록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수속, 은행계좌 

개설까지, 외국어를 구사하는 본교 직원들이 적극적인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留学生サポート情報                    유학생 서포트 정보 

 

 

 ■ 在留カードと資格外活動（アルバイト） 재류카드와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 

在留カード 

재류카드 

留学ビザで入国する人は、空港で在留カードを受領します。このとき、資格外活動（アルバイト）

許可の申請も行えます。入国後、14日以内に区役所で居住登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당일에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때, 자격외활동    

(아르바이트)허가 신청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거주지등록 수속을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国民健康保険証 

국민건강보험증 

 ■ 国民健康保険     국민건강보험 

もし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と、病気になった時に非常に高額の治療費を支払う事になります。 

居住登録をしたらすぐに、加入手続きをしましょう。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병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료비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거주지등록 후 바로 보험 가입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CBCで学ぶメリット                    CBC 학생들만의 혜택 

 ■ 通学定期     통학 정기권 발급  

電車やバスなどで通学する学生は、通学定期の購入が可能です。通勤定期と比べ、大幅な

割引が受けられます。 

통학 정기권 구입시에는 통근 정기권과 비교해서 더욱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学生割引     학생 할인 

JRを利用して片道100kmを超えて旅行する場合、乗車券の運賃が2割引になります。また、パソコ

ンソフトの購入や映画館等の入場料、携帯電話の契約など、様々な学生割引が受けられます。 

JR선을 이용해서 편도로 100km 이상 여행을 떠나는 경우, 승차권 비용이 기본요금의 20%까지 

할인됩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극장 등의 입장료, 휴대전화 계약 등 여러       

곳에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勤労学生控除    근로학생 대상 소득공제(특정세금 면제)  

既定の条件内で、所得税や住民税などが軽減される勤労学生所得控除が受けられます。 

특정 조건 하에 소득세 또는 주민세 등이 감면되는,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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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留学試験(EJU) 

 일본유학시험(EJU)  

■中間試験 

 중간고사 

 

■日本語能力試験(JLPT) 

 일본어능력시험(JLPT) 

■夏休み 

 여름방학 

 

■期末試験 

 기말고사 

■秋休み 

 가을방학 

 

 

■日本留学試験(EJU) 

 일본유학시험(EJU) 

■日本語能力試験(JLPT) 

 일본어능력시험(JLPT) 

■中間試験 

 중간고사 

■冬休み 

    겨울방학 

 

 

■期末試験 

 기말고사 

■春休み 

 봄방학 

 年間行事                         연간 행사  

■4月生入学式 

 4월학기생 입학식  

■春の社会見学 

 봄 사회견학 

■ボウリング大会 

 볼링대회 

■インターナショナル 

   フェスティバル 

 국제교류센터 축제 

 

■山王祭 

   祭りと国際交流 

 산왕제  

 (마쓰리 및 국제교류) 

■10月生卒業式 

 10월학기생 졸업식 

■10月生入学式 

 10월학기생 입학식  

■秋の社会見学 

 가을 사회견학 

 

■新年かるた大会 

신년 전통 카드놀이대회 

■各種スピーチコンテスト 

 각종 스피치콘태스트 

■スポーツ大会 

 스포츠대회 

■4月生卒業式 

 4월학기생 졸업식 

2월 

1월 

12월 

11월 

4월 

5월 

8월 

7월 

6월 

9월 

10월 

3월 

茶道体験 

다도체험 

4月生 入学式 

4월학기생 입학식 

カップヌードルミュージアム 

컵라면 박물관 

いちご狩り 
딸기따기 체험 

新年かるた大会 

신년 전통 카드놀이 대회 

鎌倉散策 

가마쿠라 산책 

アニメーションミュージアム 

애니메이션박물관 
山王祭 神輿体験 

산왕제(전통축제) 미코시체험 

4月生卒業式 

4월학기생 졸업식 

ボウリング大会 

볼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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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で活躍する卒業生  세계 각처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 소개   

 Angela Rose                      アメリカ  미국 

 株式会社 ケーヒン Hondaグループ 
 

日本から帰国する前に、日本語能力を更に向上させたくてCBC

に入学しました。CBCでは日本語能力を通訳レベルにまで引き

上げることができたし、異文化に触れることもできました。

CBCの先生方のご指導のおかげで私は夢を叶えることができ、

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주식회사 Keihin  Honda group 

귀국하기 전에 일본어능력시험 점수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CBC에 입학했습니다. 

CBC에서 저는 일본어실력을 통역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이문화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꿈이 이루어진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ey Husein        インドネシア 인도네시아 

 HITACHI TRANSPORT SYSTEM INDONESIA 
 

CBCで日本語を学び、貿易も勉強しました。留学中はアルバイト

もして貴重な経験ができました。現在はインドネシアに戻り、

日本で得た知識と経験を生かして日系物流企業で頑張っていま

す。先生をはじめスタッフの皆さんに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HITACHI TRANSPORT SYSTEM INDONESIA 
 

CBC에서는 일본어를 배움과 동시에 무역에 관한 내용도 습득했습니다. 유학 중에는 아르

바이트를 통해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일본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본계 물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학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和高 如勇 Wataka Joyu                    中国 중국 

 株式会社 華玉 HUA YU CO.,LTD. 代表取締役 社長 
 

来日した時、まったくの新しい環境で私は不安でいっぱいでし

たがCBCの先生達に出会い、人生に対して努力する大切さと粘り

強い精神を教わりました。現在は、横浜で輸入商社を経営して

います。CBCで過ごした時間は、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財産

です。 
 

HUA YU CO. Ltd.,       대표이사 

입국 직후 새로운 환경때문에 불안으로 가득찬 저에게 CBC선생님들은 인생에 있

어서 노력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끈기있는 정신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CBC에서 

보낸 유학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산과 같은 보물입니다.    

 楊 倩瑩 Vienna Yeung         香港   홍콩 

 みずほ証券アジア 
 

留学のため一人で来日し、当初は日本語がまったく話せず心配でし

たが、CBCの先生方が親切に教えてくださったお陰で日本語能力試

験1級にも合格できました。日本留学を終え、現在は香港のみずほ

証券で働いています。CBCで出会った色々な国の学生たちとは、今

でも連絡を取っています。 
 

Mizuho Securities Asia Ltd.     미즈호증권 아시아 

유학을 위해 혼자 입국해서 초반에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채 걱정만 했습니다

만,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대해주신 덕분에 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할 수 있

었습니다. CBC에서 만난 여러 나라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郭 倍嘉 Rebecca Kuo             台湾  대만 

 Taiwan Benefit Company 営業部海外課秘書 

最初日本に行ったとき緊張感がいっぱいでしたが、先生の指導で短

時間に日本語が上達しました。CBCでは勉強だけではなく、日本文

化などいろいろ経験しました。また、ほかの国からの留学生もたく

さんいて、ほかの国の文化も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CBCでの毎日

は今でも忘れられない良い思い出です。 

Taiwan Benefit Company     영업부 해외과 비서 

처음 일본에 입국했을 때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선생님들 지도 덕분에 일본

어가 단기간에 숙달됐습니다. CBC에서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일본문화 등 여러면

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陳 君軒 Chun-Hsuan Chen     台湾 대만 

 ハウス食品グループ本社株式会社 

日本留学中には弁論大会などの経験をして、今はどんな場面でも自

分の言いたい事をはっきり言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職場では、日

本の方に自然で正しい日本語を使っていると言われ、とても嬉しく

思います。CBCを選んで本当によかったなと改めて思いました。 

 

 

House Foods Group Inc .     하우스식품그룹 본사 주식회사  

일본유학 중에는 웅변대회 등을 경험하여,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자신

의 의견을 뚜렷히 언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본고객들에게 정확

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CBC에서 학습했던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Trinh Dinh Than          ベトナム  베트남 

 ドンズー日本語学校・ダナン校 校長 
 

日本に来たばかりの時、日本語がうまく話せませんでしたが、CBC

の先生方が熱心に教えてくださり、少しずつ上手に話せるようにな

りました。また、日本語以外に日本の文化や日本人の考え方など

も、教わりました。私にとって、CBCは最高の学校です。今でも、

CBCの先生方には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Dong Du 일본어학교  Da Nang교 교장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채로 왔지만, CBC선생님들께서 열의있게 가르쳐주셔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또 언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사고방식도 배웠습니다. 저에게 있어 CBC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Buratsaporn Bussaba            タイ  태국 

 Canon Prachinburi (Thailand) Ltd. 通訳 
 

CBCにいる時は、学校の代表としてスピーチコンテストに出たりし

た事がいい経験になり、自信が持てるようになりました。先生方

は優しくて、帰国してからも何でも相談できます。いつも温かい

言葉で励ましてくれて、心から感謝してします。CBCを選んで本当

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  
 

Canon Prachinburi (Thailand) Ltd.      번역담당 
 

재학 중에는 학교 대표로서 웅변대회에 출장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 자신  

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상냥하고 따뜻하게 경려

해주신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鄭 泰植 정 태식              韓国 한국 

 東京計器株式会社 釜山連絡事務所 所長 
 

優秀な先生方の指導、学生のレベルに合わせた最適なカリキュラ

ムのCBCで勉強できたので、大学に進学する事ができたと思いま

す。また、CBCを通じて日本の方との交流や日本文化を体験でき非

常にうれしく思っています。この場を借りて、学校の関係者にも

う一度お礼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TOKYO KEIKI INC.      부산 연락사무실 실장 

우수한 선생님들로 인한 지도와 각각 학생들의 레벨에 맞춘 적절한 커리큘럼을 

갖춘 CBC에서 학습한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중에는 일본분

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갖을 수 있어서 즐거운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孔 炳哲 공 병철              韓国 한국 

 大山物産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私は語学が非常に苦手だったんですが、CBCに入ることによって、

日本語だけではなく、日本の文化やマナーなどを楽しく勉強する

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お陰で、日本でビジネスをするのにとて

も役に立ち、私の人生の中で大きな一歩を踏み出したような気が

します。 CBCを選んで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 
 

OYAMA Construction & Trading Corporation       사장 

원래 어학분야에는 상당히 약한 편이였지만, CBC에 입학함으로 인해 일본어뿐만

이 아닌 일본문화와 매너 등을 즐기며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BC에 입학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http://www.tokyo-keiki.co.jp/cgi-bin/formcall.cgi?form=tokim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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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竣工 Main Hall 

메인홀 (2010년 완공) 

マルチメディア機器完備 一般教室 

멀티미디어기기가 완비된 일반교실 

カウンセリングスペース 

상담실 

無線LANも備えたライブラリー 

무선LAN이 설치된 도서관 

ランチや交流会などに使われるラウンジ 

점심시간과 교류회에 사용되는 카페테리아 

式典・イベントが開かれる多目的ホール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다목적홀 

最新OS搭載PC完備 パソコン教室 

최신OS가 탑재된 컴퓨터가 완비된 컴퓨터실 

清潔感あふれるパウダールーム 

청결하며 깔끔한 화장실 

開放感に満ちたテラス 

 활짝 트인 베란다 

 学園施設                         학교 시설   

充実した学習環境を提供する学園施設 
全教室にインターネット回線と映像・音響機器が設置され、マルチメディアを活用した授

業を行っています。自由に使える学生ラウンジやライブラリー、自習室もあり、充実した

キャンパスライフを提供します。 

만족스럽고 알찬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시설 
모든 교실에 인터넷과 영상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멀티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한 수업 

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간을 완비하여 알찬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施設・設備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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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ストイレ別ウォシュレット付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비데) 

冷暖房完備 

냉난방 완비 

この色の上の部分がロフトスペースです。*間取りは一例です。 

해당 색상의 윗공간이 로프트(다락방)입니다. *해당 방구성은 한예입니다. 

 ● 月額家賃 57,000円～ ＊1人部屋あり 110,000円～  ● 월당 방세는 57,000엔부터 있습니다.  *1인실당 방세는 110,000엔부터 있습니다. 

    

通学時間は、電車、バスまたは自転車で約20分以内 

통학시간은 전철, 버스 또는 자전거로 약 20분 이내입니다. 

 

● 月額家賃 53,000円～ ● 월 방세는 53,000엔부터 있습니다. 

CBC学生寮以外の物件の一例 

本校から電車で約3分の好立地。通学に便利です（１人部屋あり） 

CBC 학생 기숙사 이외 숙소의 한 예 (1인실 있습니다) 

학교까지 전철로 약 3분거리의 입지 좋은 곳 통학하는데 편리합니다.  

● 月額家賃 40,000円～ ● 월 방세는 40,000엔부터 있습니다. 

 学生寮                         학생 기숙사 

 CITY VIEW MAISON  

部屋の内観 

방의 내부 

防犯性の高い内廊下を採用 

방범성이 높은 복도 

鍵付クローゼット 

열쇠가 달린 옷장 

全部屋キッチン付 

모든 방에 완비된 부엌 

■ Leopalace21 ■ 蒲田留学生会館     카마타 유학생회관 

※当ページ内家賃表記は、2人部屋利用の1人分です。 *해당 페이지의 방세는 모두 2인실 기준 1인당 비용입니다.   

すぐに生活が始められる家具・家電付き学生寮 
CBC学生寮「CITY VIEW MAISON」は、MAIN HALL 5、6、7階にある学生寮です。ドアはオート

ロック、エレベーター内・各フロアには防犯カメラが設置されており、セキュリティは万全

です。教室まで歩いて1分で行くことができ、通学に非常に便利です。また、通学時間20分圏

内にレオパレス21の学生寮もあります。 

 

 

바로 입사가 가능한 가구 및 가전제품이 완비된 기숙사 
본교 학생 기숙사“CITY VIEW MAISON”은 메인홀 5~7층에 위치합니다. 현관문은 오토록(자동 

자물쇠)이며, 엘리베이터 안의 각층에는 방범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실까지 걸어서 1분거리이기 때문에 통학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합니

다. 또한, 통학시간 20분 권내에 레오팔레스21의 학교 계약기숙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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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지역 주변 지도 

●가와사키 주변에는 일본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상가“AZALEA”와 

  쇼핑몰“LAZONA(라조나)”등이 밀집되어 있어, 쇼핑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설날의 참배객 수가 일본국내 상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가와사키다이시도 꼭 한번은 가볼만한 곳입니다.  

■ 川崎大師 

CBC에서 전철로5분 케이큐가와사키역에서 

 

元日からの3日間で、初詣者約300万人が

訪れる、全国的に有名な寺院。参道には

露店が並び賑わいをみせています。 

■Kawasaki Daishi 

학교에서 전철로 5분 (케이큐 가와사키역)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참배객이 약 

300만명이 방문하는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원입니다. 신사 앞에는 많은 

노점이 나열되어 있어 상당히 번화합니

다. 

■ ラ チッタデッラ 

 CBC에서 걸어서 10분 

 

イタリアの街並みを再現した、レストラ

ン、映画館、ライブハウス、結婚式場な

どがある複合商業施設。ハロウィンパ

レードが行われることでも有名。 

 

■LA CITTADELLA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이탈리아 거리를 재현한 식당이나    

극장, 라이브하우스, 결혼식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 쇼핑몰입니다. 할로윈파티 

등 각종 이벤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 ラゾーナ川崎プラザ 

 CBC에서 걸어서 5분 

 

JR川崎駅に直結の約300店舗を有する大

型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学校帰りに、

ショッピングや様々なエンターテイメン

トが楽しめます。 

 

■LAZONA Kawasaki Plaza 

학교에서 도보로 5분 

JR가와사키역과 연결되어 있는 약 300

개의 매장이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방과후 쇼핑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川崎アゼリア 

 CBC에서 걸어서 2분 

 

日本で3番目の規模の地下街。学校から

とても近く、天候に左右されずにランチ

やショッピングができるのが魅力です。 

 

■Kawasaki Azalea 

학교에서 도보로 2분 

일본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상가입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

우며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羽田空港より 12分 

  京浜急行 横浜方面行きに乗車し、京急川崎駅で下車 

 成田空港より 約90分 

  JR成田エクスプレス 東京駅で、JR東海道線横浜方面に乗り換えJR川崎駅で下車 

    하네다공항에서    12분  

      케이힝 급행(京浜急行) 요코하마방면에 승차하여 케이큐우 가와사키역에서 하차 

    나리타공항에서    약 90분  

      JR나리타 EXPRESS 동경역에서 JR토오카이도오(東海道)선 요코하마방면으로 환승하여 가와사키역에서 하차 

 ■ 空港から川崎へのアクセス     하네다공항에서 오시는 길 

●川崎駅周辺には日本有数の規模を誇る地下街アゼリアや 

 ショッピングモールLAZONAなどが集まり、買い物に便利。 

 また初詣客全国上位を誇る川崎大師も見逃せません。 

 ■ CBC周辺のスポット     CBC 학교주변 시설   



 

 17 

■ 東京スカイツリー 

 JR가와사키역에서 약40분 

 

世界一の高さを誇る電波塔として、 

2012年5月に開業。東京タワーに代わる

新しい観光スポットとして脚光を浴びて

います。 

 

■TOKYO SKYTREE 

                               도쿄 스카이트리 
JR가와사키역에서 약 40분 

세계 1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전파탑으

로서 2012년 5월에 개장되었습니다.   

도쿄타워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川崎は首都東京と港湾都市横浜の間に位置し、これらの2つ  

 の都市へは電車または車で30分以内でアクセス可能です。 

 これらの隣接する3都市の人口は1600万人以上にのぼり、 

 日本経済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また、首都圏の主な観光 

 スポットへも1時間以内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 

●가와사키는 수도 동경과 항만도시인 요코하마 중간에 위치하며 

  두 도시로 전철 또는 자동차로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인접되어 있는 세 도시의 인구는 1600만명 이상으로 

  일본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 

  에도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Yokohama 

Tokyo 

Kawasaki 

■ 渋谷 

 JR가와사키역에서 약20분 

 

最先端のファッション、音楽の発信地。

東口には、34階建ての商業施設「ヒカリ

エ」がオープンし、さらに賑わいを見せ

ています。 

 

■Shibuya     시부야    

JR가와사키역에서 약 20분 

최첨단의 패션 및 음악의 중심지입니

다. 시부야역 동쪽 출구에는 34층의 상

업시설“히카리에”가 오픈하여 더욱 

번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 秋葉原 

 JR가와사키역에서 약30분 

 

ポップカルチャーの聖地として、国内外

から人が集う秋葉原。世界最大の電器街

としても有名。 
 

 

 

■Akihabara     아키하바라 

JR가와사키역에서 약 30분 

POP컬쳐의 성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키하바라.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상가

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 お台場 

 JR가와사키역에서 약40분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に開かれたお台場。

東京湾の海風を感じながら、娯楽・食・

ショッピングが楽しめます。 

 

 

■Odaiba     오다이바 

JR가와사키역에서 약 40분 

도쿄만 가운데 조정된 오다이바 지역은 

해풍을 느끼며 오락과 식사,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동경 및 요코하마 교통권 

■ 横浜みなとみらい21 

 JR가와사키역에서 약20분 

 

ランドマークタワーをはじめとする高層

ビル、各種ショッピング・ゾーンや大型

ホテル、横浜美術館などがある、日本を

代表する近代商業エリア。 

■Yokohama Minato Mirai 21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케이큐 가와사키역에서 약 20분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고층빌딩, 각종 

쇼핑몰과 대형호텔, 요코하마 미술관 

등이 위치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근

대 상업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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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実務・語学力・PCスキルのトライアングルで 
国際ビジネスの舞台へ 
 무역실무, 어학력, 컴퓨터의 세가지 분야를 모두 습득하여 국제비즈니스 무대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MON TUE WED THU FRI 

9:40 –

10:30 

スピーチトレーニング 

스피치트레이닝 

キャリアガイダンス 

실무연수지도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영어커뮤니케이션 

HR & 就職対策 

HR 및 취업대비 

貿易英語 

무역 영어 

10:40 –

11:30 

Word演習 

Word 연습 

キャリアガイダンス 

실무연수지도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영어커뮤니케이션 

貿易実務演習 

무역실무연습 

貿易英語 

무역 영어 

11:40 –

12:30 

Excel演習 

Excel 연습 
TOEIC TOEIC 

貿易実務演習 

무역실무연습 

英語特講 

영어특강 

13:30 –

14:20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영어커뮤니케이션 

貿易実務概論 

무역실무개론 

選択科目 

선택과목 

マーケティング 

마케팅 

英語特講 

영어특강 

14:30 –

15:20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영어커뮤니케이션 

貿易実務概論 

무역실무개론 

選択科目 

선택과목 

流通基礎 

유통 기초 
Cafe Talk 

■ 就職分野   취업분야 

商社       상사 

物流       물류계열 

メーカー   일류 제조업체 

船会社     조선회사 

外資系企業 무역계기업 

航空貨物   항공화물업체 

各種企業の海外部門 

                      각종 기업소속 해외부문 

 

 

黄 思頴さん  

香港出身 

株式会社 ビームス 

商品統括本部 

海外商品担当 

 

日本の文化とファッションに興味があったので、

ずっと憧れていた日本のアパレル会社で貿易の 

仕事ができ、夢のような気持ちです。CBCで学んだ

貿易実務、ビジネス日本語、パソコンの技能の 

すべてが役に立っています。 
 

Wong Sze Wing  홍콩 

주식회사 BEAMS   상품통괄본부 해외상품담당 

일본문화와 패션에 관심이 있어 늘 동경해오던 

의류기업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CBC에서 배운 무역실무와 비 

즈니스일본어, 그리고 컴퓨터 기능 모두가 취업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科目例   과목예 

貿易実務概論          무역실무개론 

貿易実務演習          무역실무연습 

マーケティング        마케팅 

流通基礎              유통 기초 

貿易実務検定対策      무역실무검정시험 대비                                             

IATAディプロマ対策    IATA 학위취득 대비 

ビジネス日本語        비즈니스일본어 

貿易英語              무역 영어 

通関士対策      통관사시험 대비 

 ■ 貿易ビジネスコース時間割例 (1年次) 

     무역비즈니스코스 시간표 예 (1학년)                                                         

接客から、結婚式のプロデュースまで、 
ホテル関連業務全般を身につける 
접대법부터 결혼식 기획까지 호텔관련업무 전반을 습득하는 코스입니다.  

ブライダル卒業制作 模擬結婚式 

웨딩졸업작품 모의결혼식 

■ 科目例    과목예 

ホテル概論                  호텔개론 

ホスピタリティー論          접대론  

宿泊実務                    숙박실무 

飲料業務                    음료업무 

バンケット研究              연회연구 

客室オペレーション          객실오페레이션 

ブライダルシュミレーション  웨딩시뮬레이션 

カラーコーディネート        컬러코디네이트 

フラワーコーディネート      플라워코디네이트  

■ 就職分野   취업분야 

 

シティーホテル      

시티호텔 
 

 

ブライダル関係業界 

웨딩관련업계 
  

ホテルのブライダル部門 
호텔소속 웨딩부문 

ホテル実習室   호텔실습실 

 国際ビジネス学科（2年課程） 
   국제비즈니스학과 (2년 과정)  

     ■ 貿易・航空ビジネスコース 무역・항공비즈니스코스   

 国際ビジネス研究科（1年課程、秋入学有） 
   국제비즈니스연구과 (1년 과정 / 가을학기 입학 가능) 

     ■ 貿易ビジネスコース 무역비즈니스코스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学科（2年課程） 
  호텔・웨딩관광학과 (2년 과정)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研究科（1年課程、秋入学有） 
  호텔・웨딩관광학과 (1년 과정 / 가을학기 입학 가능) 

リゾートホテル 
리조트호텔 

充実した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 
다양한 인턴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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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職分野 취업분야 

ネットショッピング運営スタッフ             

  인터넷쇼핑 운영스태프 

ウェブサイトの多言語化 

  웹사이트의 로컬라이제이션 

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の開発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목예 ■ 科目例 

IT Fundamentals 

ITパスポート試験（国家試験） 

   IT 패스포트시험 

                 (일본 국가시험)  

基本情報技術者試験（国家試験） 

   기본정보기술자시험 

                 (일본 국가시험) 

Photoshop 

Illustrator 

Flash 

Dreamweaver 

JAVA 

 

 

 

李 慶さん  

中国出身 

マンパワーグループ 

株式会社 

 

日本人の学生でも就職が厳しいこの時代に、留学

生が日本で就職をすることは決して甘くなかった

ですが、就職に必要な知識や資格取得に関しても

徹底的にサポートしてくれたおかげで、日本で就

職する事ができました。 
 
 

Li Qing   중국 

맨파워그룹 주식회사 

일본인학생들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에 유학생이 취업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취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격취 

득에 대해 철저히 서포트해주신 덕분에 일본 

회사에 체용되었습니다.  

世界共通言語の「IT」と「英語」スキルで 
グローバルに活躍できる人材をめざす 
세계공통언어인“IT”와“영어”스킬을 키우며 국제적으로 활약이 가능한 인제를 육성합니다. 

 ■ 学科別目標取得資格例     학과별 전문시험 및 자격시험 예 

   CBCだからできる専門課程への特典付ステップアップ！ 
   CBC에서만 가능한 전문과정 내부진학을 위한 혜택! 

 

 

林 依蓮さん 

台湾出身 

国際ビジネス学科  

在学中 

 

日本語学科で勉強したことで、スムーズに専門 

学校の授業に適応することが出来ました。 

また、専門学校の科目内容等を深く知ることが 

出来る環境も整っています。 

内部進学は学費の減免制度を利用できるだけでは

なく、進学の手続きが簡単なこともメリットだと

思います。 
 

Lin Yi-Lien   대만    

국제비즈니스학과 재학생  

일본어학과에서 학습한 덕분에 쉽게 전문과정  

수업에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진학은 학

비감면제가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진학을 위한 

절차가 간편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

니다.  

日本語レベルにより内部進学前に必要な 

日本語学習期間は異なります。最長2年間の

日本語学習期間を経て、各専門課程に進学

が可能です。来日前から高い日本語レベル

を持つ学生は半年の日本語学習期間で進学

をすることが可能です。 
 

개인의 일본어레벨에 따라 내부진학 전까

지 필요한 일본어학습기간이 다릅니다.  

최대 2년간의 일본어학습기간을 거친 후에   

각각 전문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게 됩니

다. 일본 입국전부터 높은 일본어실력을 

가진 학생의 경우, 약 6개월간의 학습만 

으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 日本語と専門分野の学習期間 

        일본어 및 전문분야 학습기간  

日本語学習期間 

일본어학습기간 

専門分野学習期間 

잔문분야 학습기간 

最短6か月 ～ 最長2年 

최저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1年または2年 

1년 혹은 2년 

内部進学説明会 

1. 入学試験は日本でも海外でも可能 

입학시험은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시 가능합니다. 

2. 専門課程内部進学者には 

入学金優遇制度 

전문과정 내부진학자에게는 입학금 

감면제도가 적용됩니다. 

3. TOEIC 貿易実務検定 無料講座 

TOEIC 및 무역실무검정시험을 위한 

무료강좌가 실시됩니다. 

貿易 

무역 

貿易実務検定 通関士国家試験  

무역실무검정시험 / 통관사국가시험 

ホテルブライダル 

호텔・웨딩 

ホテルビジネス実務検定  レストランサービス技能検定 

호텔비즈니스실무검정시험 / 레스토랑서비스기능검정시험 

英語 

영어 

TOEIC 実用英語技能検定  

TOEIC / 실용영어기능검정시험 

コンピュータ 

컴퓨터 

マイクロソフト オフィス スペシャリスト システムアドミニストレータ 

 Microsoft Office 스페셜리스트 / 시스템어드미니스트레이터 

ビジネス実務 

비즈니스실무 

ビジネス文書技能検定 ビジネス能力検定 

비즈니스문서기능검정시험 / Job Pass (비즈니스능력검정시험) 

 グローバルICT学科（2年課程） 
   글로벌ICT학과 (2년 과정) 

     ■ 医療情報コース   의료정보코스 

 
 グローバルICT研究科（1年課程、秋入学有） 
   글로벌ICT연구과 (1년 과정 / 가을학기 입학 가능) 

 

 ■ 英文メディアデザインコース 영어 미디어디자인코스      ■ スマート&モバイルコース 스마트 & 모바일코스 

내부진학설명회 



cbcjpn.jp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CBC)   

22-9 Ekimae-honcho, Kawasaki-ku, Kawasaki, Kanagawa, 210-0007  

TEL:+81-44-244-3200 FAX:+81-44-244-2277 

e-mail:jpn@cbc.ac.jp 

〒210-0007 神奈川県川崎市川崎区駅前本町22-9 

TEL：044-244-3200 FAX：044-244-2277  

Eメール：jpn@cbc.ac.jp 

■ 川崎駅から本校へのアクセス 

 京急川崎駅より 徒歩1分 

  西口を出て、ヨドバシアウトレットを右に曲がり直進 

  JR川崎駅より 徒歩4分 

  アゼリア地下街に入り、34番出口を上がり、直進 

■ (가와사키역에서부터) 찾아오시는 길 

  케이큐 가와사키역에서부터 도보 1분 

  서쪽 출구로 나와서 요도바시아울렛 앞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JR가와사키역에서부터 도보 4분 

  아제리아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34번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서 직진 

20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