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학과

日本語学科

일본어학과·일본어연구과

일본어연구과

日本語研究科

비즈니스일본어학과

ビジネス日本語学科

무역

貿易

호텔·브라이달·관광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

ICT·영어

 ICT・英語

西口

・

十五番

ラゾーナ川崎レジデンス

■川崎駅から本校へのアクセス

　京急川崎駅より 徒歩 分

　西口を出て、ヨドバシアウトレットを右に曲がり直進

　 川崎駅より徒歩 分

　アゼリア地下街に入り、 番出口を上がり、直進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CBC〉

： 　 ：

：

〒 神奈川県川崎市川崎区駅前本町

： 　 ：

メール：

■찾아오시는 길

　케이큐가와사키역에서 도보 1분

　　서쪽 출구를 나와서 요도바시아울렛 앞에서 우회전 후 직진

　JR가와사키역에서 도보 4분

　　AZALEA 지하상가로 내려가 34번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와서 직진

●

●

● ● 日興証券

●京急ストア

●

’

中央口西口

リバーク

     

銀柳街

東口

北口西

北口東

（ ）

 番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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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課程

1년 과정

日本語研究科

일본어연구과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CBC）は、1948年の創立以来、神奈川県最初の語学とビジネスの認可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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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ます。本校の日本語教育は神奈川県では最も古く、1986年に認可を受けてから、日本の日本語教育

界の牽引役を果たしてきました。今日のグローバルビジネスにおいて即戦力となる、国際感覚に優れた、日本語をコミュニケ―ション

ツールとして使いこなせる人材を育成します。

본교(CBC)는 1948년의 창립 이래 가나가와현 최초의 어학과 비즈니스계열 인가교로서 긴 역사를 자랑하며, 그 교육 내용은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의 역사는 가나가와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1986년 인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일본어교육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즉전력있고 국제감각이 뛰어난 일본어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CBCならではの4メソッド（4か条）です。日本語教育の他にも文化体験や国際交流など、日本を十二分に満喫できるメソッドを用意し

て皆さんをお迎えします。

본교 CBC만의 특징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일본어교육 이외에도 문화체험과 국제교류 등 일본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특징을 준비 하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創立以来、グローバリズムと先進性のある専門教育を基盤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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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ラスメイトと共有する豊かな時の中から自身を磨き、英知

と高度な語学スキルを身につけて世界に羽ばたいてください。他言語に対応できる職員と共

に、皆さまのご入学を心よりお待ちしております。

저희 CBC는 창립 이래, 글로벌리즘과 선진성이 풍부한 전문교육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육 환경과 

교직원의 세심한 서포트로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졸업생들은 국제적인 모든 비즈니스 

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 산업,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필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메이트와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영지와 고도의 어학 스킬을 익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学校長からのメッセージ  학교장 인사말

目次  목차

言葉の虹かけて世界へはばたこう
언어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지개 다리

1948年創立の語学教育の伝統校
1948년 창립 어학교육의 전통교

特色4メソッド
CBC만의 특징 4가지

専門学校であるCBCでは、日本語学習後に貿易や航空、ホテル、観光、ブライダル、ICT、ビジネスなど専門分野への内部進学が可能で

す。日本語学科と研究科では、合わせて最長2年間日本語を学ぶことができ、将来は日本での就職も夢ではありません。

CBC는 전문학교이며, 무역과 항공, 호텔, 관광, 브라이덜, ICT, 비즈니스 등 전문분야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 학습 후에는 이러한 전문분야 

과정으로 내부진학이 가능합니다. 일본어학과와 일본어연구과는 각각 1년과정이고, 최장 2년간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일본에서 진학 혹은 취업하는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学習から進学・就職まで
일본어학습부터 진학과 취업까지

内部進学で専門知識を身につける
전문분야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익힙니다

 국제ICT관광학과

비즈니스일본어학과

2年課程　2년 과정

1年課程　1년 과정

일본어능력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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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KABORIGAKUEN 이사장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학교장

후까보리 카즈꼬

日
本
語
力
を
身
に
つ
け
る

語学教育の伝統校/学校長メッセージ/目次

어학교육의 전통교/학교장 인사말/목차
P.2

特色4メソッド/日本語学習から進路まで

특징 4가지/일본어 학습부터 진학·취업까지
P.3

日本語学科/日本語研究科

일본어학과/일본어연구과
P.4-5

魅力満載の午後コース

매력만점의 오후 코스
P.6

充実の楽しい国際交流活動

풍부한 국제교류의 기회
P.7

輝かしいスピーチコンテスト受賞歴/多種多様な活動プログラム

스피치콘테스트 수상 이력/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P.8-9

進学・就職対策などのきめ細かなサポート体制

진학·취업대비 등 세심한 진로 서포트 시스템
P.10-11

年間行事

학교 연간 행사
P.12-13

ビジネス日本語学科

비즈니스일본어학과
P.14-15

内部進学学科案内

내부진학 학과 안내
P.16-17

学生をサポートする各種制度とメリット

각종 제도와 메리트
P.18

世界で活躍する卒業生

졸업생들
P.19

学習に専念できる充実した学園施設

학교시설
P.20

学生寮

학생기숙사
P.21

川崎案内

가와사키 안내
P.22-23

表現力や応用力を育て
「使える日本語」を習得

する

표현력과 응용력을 키워 생활 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습득합니다.

多様な学内イベントと

国際交流のチャンス

満載

학교내 행사와 국제교류 

등 일본어학습 이외에도 

문화이벤트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年間920時間以上とい

う授業時間数の長さが

自慢

연간 920시간 이상이라는 긴

수업시간수를 자랑합니다.

個人のニーズに合わせ

た教育システムと進路

サポート

개인의 니즈에 맞춘 교육시스 템과 

진로서포트를 제공합니 다.

4年課程　4년 과정

国際ICT観光学科

ビジネス日本語学科

国際ビジネス学科 국제비즈니스학과
◇貿易・航空ビジネスコース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ース

무역·항공비즈니스코스
영어커뮤니케이션코스

グローバルICT学科 글로벌ICT학과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学科 호텔브라이덜관광학과

◇英文メディアデザインコース

◇グローバルエンジニアコース

영문미디어디자인코스

글로벌엔지니어코스

◇専門留学・大学編入コース 전문유학·대학편입학코스

国際ビジネス研究科 국제비즈니스연구과

◇貿易ビジネスコース

◇英語資格コース

무역비즈니스코스

영어자격코스

ICT관광코스◇ICT観光コース

日本での進学　専門学校/大学/大学院
일본에서 진학　   전문학교/대학교/대학원

就職（日本国内で/海外で）
일본에서 취업 (일본국내 혹은 해외에서)

1年課程

1년 과정

内部進学

전문과정으로 

내부진학

日本語学科

일본어학과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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授業では4技能（読む・聞く・書く・話す）をバランスよく学習し総合的な日本語力を身につけます。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を養い、実際に

「使える日本語」を習得します。留学ビザが取得できる1年課程で、入学時期は4月と10月です。日本語学科で学んだ後は研究科に進級

できます。日本語学科では日常会話などの基礎固めを中心に学習し、研究科ではビジネス日本語など、より高度な日本語を学びます。

수업은 4기능(읽기·듣기·쓰기·말하기)을 골고루 배우면서 종합적인 일본어능력을 익힙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양성하여, 실제 시튜에이션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일본어 (살아있는 일본어)」를 습득합니다. 이 학과는 유학비자 취득이 필요한 1년과정이며, 입학시기는 4월하고 10월입니다. 

일본어학과를 마친 후에는 일본어연구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일본어학과에서는 일상생활 등 기초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일본어연구과에서는 

비즈니스일본어 등 더욱 레벨이 높은 일본어를 배웁니다. 

放課後には進学希望者を対象にEJU（日本留学試験）対策の授業を行なっています。文系と理系のための科目対策授業（数学や

理科など）も開講しています。

방과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EJU(일본유학시험) 대비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과 뿐만이 아니라, 이과 과목 대비 수업(수학, 

이과[理科]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日常会話から進学・就職まで  일상회화부터 진학·취업까지 철저히 지도합니다

クラスレベルと到達目標例  클래스레벨 및 도달목표

EJU（日本留学試験）と理数科目対策  EJU(일본유학시험) 대비와 이과 과목 대비반

進学実績  진학 실적

などなど・・ 他 多数大学・大学院合格実績あり！　등등..... 기타, 다수 대학·대학원 진학 실적이 있습니다!

日本語学科             日本語研究科
일본어학과  전일제1년코스　　　　　　　　          일본어연구과  전일제1년코스

クラスレベル

클래스레벨

授業時間数・無料漢字レッスン 

수업 시간수·무료 한자수업

ニーズに合わせた選択科目 
학생들 니즈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선택과목

実践に役立つ選択科目 〈例〉  실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목 <예>

全日1年コース全日1年コース

日本文化を知る
일본문화의 이해

日本の心を学ぶ
일본 마음(정신 세계)의 이해

映像・歌詞から学ぶ日本語
영상·노래로 배우는 일본어

川崎散歩
가와사키 발견

みんなの日本語Ⅰ
초급Ⅰ

みんなの日本語Ⅱ
초급Ⅱ

できる日本語
중급Ⅰ·Ⅱ 日本文化を読む

（中上級）

중상급Ⅰ·Ⅱ
日本文化を読む
（上級）

상급Ⅰ·Ⅱ

上級Ⅰ・Ⅱ
상급Ⅰ·Ⅱ

■東京大学大学院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Tokyo ■慶応大学大学院 Graduate school, Keio University 

■早稲田大学大学院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Waseda University ■明治大学大学院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MEIJI UNIVERSITY 

■山形大学 YAMAGATA ■東京工芸大学 TOKYO POLYTECHNIC ■東京理科大学 Tokyo University of Science  ■慶應義塾大学 KEIO ■早稲田大学 WASEDA 

■青山学院大学 AOYAMA ■明治大学 MEIJI ■立教大学 RIKKYO ■上智大学 SOPHIA ■中央大学 CHUO ■横浜国立大学 YOKOHAMA NATIONAL 

■立命館大学 RITSUMEIKAN ■専修大学 SENSHU ■日本大学 NIHON ■駒沢大学 KOMAZAWA ■法政大学 HOSEI ■獨協大学 DOKKYO ■神奈川大学 KANAGAWA 

■茨城大学 IBARAKI ■多摩美術大学 TAMA ART ■日本女子大学 JAPAN WOMAN’S ■女子美術大学 JOSHIBI ■明治学院大学 MEIJI GAKUIN 

■東京基督教大学 TOKYO CHRISTIAN ■筑波大学 TSUKUBA ■東京外国語大学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クラスレベル
클래스 레벨

中上級Ⅰ・Ⅱ
중상급Ⅰ·Ⅱ

中級Ⅰ・Ⅱ
중급Ⅰ·Ⅱ

初級Ⅱ
초급Ⅱ

初級Ⅰ
초급Ⅰ

6か月
6개월

学習期間
학습기간

6か月
6개월

6か月
6개월

3か月
3개월

3か月
3개월

일본문화를 읽는다 

(상급)

일본문화를 읽는다 

(중상급)

데키루니홍고

민나노니홍고Ⅱ

민나노니홍고Ⅰ

使用教材
사용교재

到達目標
도달목표

鄭 チャンビン  정 찬빈さん
（韓国 한국） 

山形大学 教育学部
YAMAGATA UNIVERSITY
日本語の会話力や表現力が足りないと感じてい
ましたが、CBCで学んだ会話表現や面接スキル
が活き希望する大学に合格できました。

저 스스로 일본어 회화와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왔지만, CBC에서 배운 회화표현과 면접스킬이 많은 

도움이 돼서 희망하는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山梨大学/茨城大学 合格

YU JUN WEI さん
（マレーシア 말레이시아）

EJU対策クラスはおすすめです！先生方は色

々な場面でサポートしてくれました。

EJU 대비반을 적극 추천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습면 

뿐이 아닌 여러 장면에서 써포트해 주십니다.

EJU 日本語科目 担当
EJU 일본어과목 담당

福原 早弓里
FUKUHARA SAYURI

速読法から記述までビシビシきたえます！

속독법부터 기술문제까지 열의를 가지고 훈련 

시킵니다! 

朱 昱瑞  CHU YUJUI さん
（台湾 타이완）

パーソルテクノロジースタッフ株式会社
System Engineer
日本でいつか働きたいと思い日本留学を決意し
ました。CBCで学んだことが活き、目標を達成で
きました！

언젠가 일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본유학을 결심했습니다. CBC에서 배운 것들을 

살려서, 원래 저의 목표를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初級では簡単な挨拶から、上

級では日本語能力試験N1レベルの対策

だけでなく運用力も身につけます。

초급반에서는 간단한 인사표현을 배우고, 

상급반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대비 

등 운영력을 익힙니다.

50分授業を22時間行ないま

す。初級から無料漢字レッスンを設けてい

ます。

50분씩 수업을, 주 당 총 22시간 진행합니다. 

초급레벨을 중심으로 무료 한자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進路や目的に合わせた選択科目

制度を導入しており、JLPT対策やドラマ作り
など、楽しく日本語を学べます。

학생들의 진로와 목적에 맞춰서 커리큘럼화된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과목 

중에는 일본어능력시험 대비, 드라마 제작 

등이 있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合 格 者 の 声 합격자 후기

卒 業 生 の 声 졸업생 후기 

強力な専門講師陣が指導

POINT

1
POINT

2
POINT

3

映像・歌詞から学ぶ日本語（ミュージカル）
영상·노래로 배우는 일본어 (뮤지컬)

日本文化を知る（友禅染め体験）
일본문화의 이해 (YUZEN-ZOME 체험)

マナー講座（服装編）
매너 강좌 (복장편)

日本語能力試験対策
일본어능력시험 (JLPT)

文法N1対策
문법 N1 대비

読解・聴解N1/N2対策
독해 N1/N2 대비

語彙N1/N2対策
어희 N1/N2 대비

進学

対策

科目

진학

대비

과목

敬語トレーニング
경어 트레이닝

ビジネス日本語
비즈니스일본어

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をきたえる
커뮤니케이션력 훈련

マナー講座
매너 강좌

就職

対策

科目

취업

대비

과목

文化

体験

科目

문화

체험

과목

일본의 비평작품과 문학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문법과 어휘력을 늘리면서 일본작가들이 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의 교환, 토론 등이 가능합니다.    　　　　　　　　JLPT N1

소설을 읽고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내용에 대한 설명과 발표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JLPT N1 문법도 시작합니다. 　　　　　　　　　　　　　　　　　　　　　　　　　　　　　　JLPT N1/N2

기초레벨을 넘어서, 어떤 테마와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4가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스킬을 배웁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틀림없이 정확히 쓸 수 있는 능력을 익힙니다.      　　　　　  JLPT N2/N3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그리고 한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일본어의 기초를 마스터하므로써, 짧은 

문장을 만들거나 인사표현 등을 익힙니다.　　　　　　　　　　　　　　　　　　　　　　　　　　 JLPT N5

문법을 기초부터 배우며, 일본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을 익힙니다. 자신의 취미에 대해 작문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합니다.                                                                                       　　　　　　　JLPT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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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の午後コースは、会話に重点をおいたカリキュラムで授業

がすすめられます。学んだ内容を活かせるよう課外授業を行な

い、実生活に役立つ基礎を身につけます。

CBC 오후 클래스는 회화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외수업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초를 익힙니다. 

高校生や大学生と、ディスカッションを通じて互いの文化や考え方への理解を深めます。大学生との交流では日本語力を試しつつ、大

学生活や、日本人の考え方について質問します。小学生との交流会では、国の食べ物や風習などの特徴について、写真を見せながら紹

介します。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대학생과의 교류에서는 일본어 실력을 시험해볼 겸 

대학생활에 관한 것이나 일본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과의 교류회에서는 모국의 음식이나 풍습 등의 특징에 대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합니다.

「山王祭」は毎年8月初旬に行なわれる川崎最大のお祭りです。CBCの学生はこのお祭りで神輿をかつぎ川崎の街を練り歩きます。「川崎
市民との交流会」では、留学生と地域の人たちが互いに国の遊びや文化を紹介し合いながら交流します。日本語がまだまだでも、恥ずか
しがらず積極的に参加しましょう。
「산왕제」는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가와사키 최대의 축제입니다. CBC학생들은 이 축제에서 미코시(가마)를 메고 가와사키 거리를  행진합니다. 「가와사키 

시민과의 교류회」 에서는 유학생과 지역 사람들이 서로 모국의 놀이나 문화를 소개하면서 교류 합니다. 일본어가 아직 서툴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요.

授業で学んだ語彙や文法表現を課外活動という場で実際に使ってみます。

수업에서 배운 어휘나 문법 표현을 과외활동의 「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補助教材として、大地シリーズの「基礎問題集」と「リスニング」のテキストを使用します。 

※보조 교재로 大地시리즈의 「기초문제집」 과 「리스닝」교재를 사용합니다.

短期滞在やワーキングホリデーなどの在留資格で受講可能です。詳しくはお問合せください。

단기체재와 워킹홀리데이 등의 체류자격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4月 ・ 7月 ・ 10月 ・ 1月　4월 · 7월 · 10월 · 1월

川崎最大のお祭り「山王祭」と川崎市民との交流会
가와사키 최대의 축제 「산왕제」와 가와사키 시민과의 교류회

小学生・高校生・大学生との交流会  초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과의 교류회

課外活動例  과외활동 예

日本民家園での藍染体験
일본민가원에서의 쪽염색체험

東芝未来科学館見学
도시바미래과학관 견학

JAL羽田空港見学
JAL하네다공항 견학

鎌倉散策
가마쿠라 산책

お互いの国を紹介する様子 〈高校生交流会〉
각 나라에 대해 서로 소개하는 모습 〈고등학생과의 교류〉

現役大学生とのディスカッション 〈大学生交流会〉
현역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모습 〈대학생과의 교류〉

国の紹介をする様子 〈小学生交流会〉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초등학생과의 교류〉

山王祭の神輿かつぎ
산왕제 미코시(가마)체험

トランプゲームを楽しむ様子 〈川崎市民交流会〉
트럼프 게임을 즐기는 모습 〈가와사키시민교류회〉

ゲームを通じた交流で仲良くなりました！
게임을 통한 교류로 서로 친해졌습니다!

日本語でフリートーク 〈市民交流会〉
일본어로 프리토킹 〈가와사키시민교류회〉

国の料理でおもてなし 〈市民交流会〉
모국 요리로 대접하기 〈가와사키시민교류회〉

CBCの学生が自己紹介 〈市民交流〉
CBC학생 자기소개 〈가와사키시민교류회〉

회화에 중점을 둔 코스

会話に重点をおいたコース

カリキュラム例  커리큘럼 예

생생한 일본을 접할 수 있는 과외활동

生の日本に触れる課外活動

실천력 몸에 익힌다.

実践力が身につく

初級 Ⅱ

초급Ⅱ

コースレベル
    클래스 레벨

初級 Ⅰ

초급Ⅰ

3か月

3개월

学習期間
   기간

3か月

3개월

大地Ⅱ

DAICHI Ⅱ

大地Ⅰ

DAICHI Ⅰ

使用教材
교재

到達目標
도달목표

魅力満載の午後コース
日本語学科・日本語研究科

매력넘치는 오후 과정

일본어학과 / 일본어연구과

午後コースの楽しく実力をつける様々な工夫
즐겁게 실력을 쌓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는 <오후 클래스>

留学以外の短期3か月コース（ワーキングホリデーなど）  유학 이외의 단기3개월 코스(워킹홀리데이 등)

使われる状況や場面を把握し、可能な限り日本語で表現できるようになる。

사용되는 상황이나 장면을 파악해, 가능한 한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日本語の基本的な会話を中心に学び、日常生活に活かせる表現の応用力を身につける。

일본어의 기본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배우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응용력을 익힌다.

POINT

1
POINT

2
POINT

3

在留資格          체류자격

入学時期          입학시기

1年コース 1년 과정 
充実の楽しい国際交流活動
알차고 즐거운 국제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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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の学生は毎年、各スピーチコンテストで優秀な成績を収めています。また、全国専門学校日本語教育協会主催スピーチコンテスト

において連年入賞という輝かしい記録を残しています。

CBC 학생들은 매년 각종 스피치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전문학교 일본어교육협회 주최 스피치콘테스트에서 매년 

입상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毎年夏に校内でカラオケ大会を実施します。大勢の観客が集まる人気イ

ベントの一つです。入賞者が、神奈川県の「留学生KARAOKE大会」に出

場し、賞を取りました。

매년 여름 교내에서 가라오케 대회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객이 모이는 인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대회 입상자가 가나가와현에서 실시하는「유학생 

가라오케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週に1回、近隣の小学校の体育館や市の体育館を

利用してバスケットボール、バドミントン、卓球を

行なっています。日本人の学生とも一緒にスポー

ツを楽しみましょう。本館8階の多目的ホールや

和室では空手などの武道体験も行なっています。

주1회,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가와사키시 체육관을 

이용하여 농구, 배드민턴, 탁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도 함께 스포츠를 즐깁니다. 본관 8층의 

다목적 홀과 다다미 방에서는 가라테 등의 무도 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 다.

スピーチコンテスト受賞歴  스피치콘테스트 수상력

カラオケ大会  가라오케대회

スポーツクラブ  스포츠클럽

カラオケ大会の様子
가라오케대회 모습

武道体験の様子  무도체험 모습

全国専門学校日本語教育協会主催
バーレーン学生 最優秀賞賞

NACJE 스피치콘테스트

바레인학생　최우수상 수상

全国専門学校日本語教育協会主催
モンゴル学生 優秀賞受賞

NACJE 스피치콘테스트

몽골학생 우수상 수상

神奈川県専修学校各種学校
中国学生 最優秀賞受賞

가나가와현전수학교각종학교

스피치콘테스트 

중국학생 최우수상 수상

輝かしいスピーチコンテスト受賞歴
빛나는 스피치콘테스트 수상력

多種多様な活動プログラ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全国大会32回の出場のうち20回以上の受賞歴あり
전국대회 32회 출전 중 20회 이상 수상 경력 있음

川崎市外国人市民による
日本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
台湾学生 優秀賞受賞

가와사키시외국인시민에의한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

타이완학생 우수상 수상

川崎市国際交流協会主催
日本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
台湾学生 特別賞受賞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주최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

타이완학생 특별상 수상

関東甲信越地区
留学生弁論大会
台湾学生 外務大臣賞受賞
간토코신에츠지구 유학생변론대회

타이완학생 

외무장관상 수상

スポーツ大会  스포츠대회
スポーツ大会の様子
스포츠대회 모습

カルッツかわさき（川崎市スポーツ・文化総合センター）です。

CBCのスポーツ大会の際に利用しています。応援席も完備したス

ケールの大きい体育館です。

카룻츠가와사키(가와사키시 스포츠·문화 종합센터)입니다. CBC 

스포츠대회 때 이용합니다. 응원석도 완비한 스케일이 큰 체육관입니다.

予約利用できる川崎市内の施設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가와사키 시내의 시설

カルッツ川崎（大体育室） 카룻츠가와사키(대체육실)

CBCから徒歩1分の場所に『ZAVAS』というスポーツジムがあり

ます。プールやトレーニングマシンが完備されていて、スタジオプ

ログラムも学生割引料金で利用できます。

CBC에서 도보 1분 거리에 「ZAVAS」라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수영장과 

트레이닝머신이 구비되어 있으며,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학생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ザバス川崎（ZAVAS Kawasaki）

ベトナムフェスタ in 神奈川 留学生スピーチコンテスト
ベトナム学生 最優秀賞受賞
ベトナム学生 審査員特別賞受賞
베트남페스타in가나가와 유학생스피치콘테스트

베트남학생 최우수상 수상

베트남학생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川崎市国際交流協会主催 日本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
ネパール学生 最優秀賞受賞
モンゴル学生 審査委員長賞受賞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주최일본어
스피치콘테스트 
네팔학생 최우수상 수상 
몽골학생 심사위원장상 수상

全国専門学校日本語教育協会主催 スピーチコンテスト
香港学生 最優秀賞/文部科学大臣賞

NACJE 스피치콘테스트

홍콩학생 최우수상/문부과학장관상 수상

CBCでは一年に2回、スポーツ大会を実施してい

ます。チーム対抗で、バドミントンとバスケットボー

ルの試合をします。CBCでの思い出作りに、応援

にも気合いが入ります。

CBC에서는 1년에 2회, 스포츠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을 짜서 배드민턴과 농구 경기를 합니다. 

추억을 남기고자, 경기를 보는 학생들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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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年5月と11月にそれぞれ就

職と進学のためのガイダンス

を行なっています。就職活動

と進学準備の、それぞれ基礎

からしっかりと担当講師・職

員が指導します。

매년 5월과 11월에 각각 취 업과 

진학 가이던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취업 활동과 진학의 

기초부터 확실히 지도합니다.

日本で就職を勝ち取るには、下の図のようなステップを踏むことで成し遂げられます。高度な日本語能力を求められることはもち

ろんですが、それ以上にやる気や自己アピールができることも重要です。目標に向かって計画的に、あきらめずに一緒にがんばり

ましょう！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일본어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 이상의 의욕이나 자기 어필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해요!

就職先・進学先の探し方から履歴書の書き方、面接試験の受け方まで細か  なアドバイスはもちろん、個人別に「進路相談室」を開いており、日本語初級者も安心して相談できる体制がCBCには整っています。

취업처·진학처를 찾는 방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시험 응시 방법 등 세세한 지도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진로 상담실에서는 교사와 직원이 연계하여 진로지도를 하므로, 일본어 초보자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진학설명회, 가이던스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進学・就職対策などのきめ細かなサポート体制 진학·취업 대비 등 세심한 서포트

定
期
的
な
校
内
ガ
イ
ダ
ン
ス
の
実
施

手
厚
い
就
職
サ
ポ
ー
ト

1
정기적인 교내 가이던스

各クラスは担任制です。クラス担任が履歴書や願書のチェックから面接練

習、進路が決定するまでのプロセスを一人一人丁寧にケアします。最後ま

で粘り強く、担任と二人三脚でがんばりましょう。 

각 클래스는 담임제입니다. 클래스 담임이 이력서나 원서 체크부터 면접 연습, 진로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케어합니다.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담임과 이인삼각으로 노력합니다.

ク
ラ
ス
担
任
に
よ
る
フ
ォ
ロ
ー

4
담임 선생님의 팔로업 

就職・進学や生活面はもちろん、日本語学習についてもしっかりケアします。英語、

中国語、韓国語での対応が可能で、日本語では話しづらい場合などに母語で強力

にサポートします。同じ国の先輩たちも困ったときに応援してくれます。

취직 · 진학이나 생활면은 물론, 일본어 학습에 대해서도 확실히 케어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의 대응이 가능하며, 일본어로는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모국어로 강력히 

서포트합니다. 같은 나라 선배들도 곤란할 때 응원해줍니다.

ス
タ
ッ
フ
の
サ
ポ
ー
ト

マ
ル
チ
リ
ン
ガ
ル

5
다국적 스태프의 서포트

専
門
家
に
よ
る
カ
ウ
ン
セ
リ
ン
グ

2
전문가에 의한 카운 

「進学したいけれどどうやって学校を探

せばいいのか」「就職したいけれどどう

すれば会社とコンタクトをとれるのか」

などなど、初歩的な質問から服装、マ

ナーまで担当の相談員が1対1で具体的

にこたえてアドバイスします。

각 클래스는 담임제입니다. 클래스 담임이 

이력서나 원서 체크부터 면접연습, 진로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케어합니다.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담임과 이인삼각으로 노력합니다.

具
体
的
な
進
路
相
談

3
구체적인 진로상담

サポート

体制

神奈川県の拠点校に選ばれて  いるCBCでは、毎月、専門のカウ

ンセラーが来校して、留学生  のための生活や就職等に関する相

談会を行なっています。

※神奈川県留学生支援事業　  の一環として実施しています。 

가나가와현의 거점교로 선정         된 CBC에서는 매월, 전문 카운슬러가 

유학생을 위한 생활이나                취업 등에 관한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현 유학생 지원 사 

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    다.

5月・11月 校内ガイダンス参加
5월, 11월 교내 가이던스 참가

外部の企業説明会参加
외부기업설명회참가

7月・12月 JLPT受験
7월·12월 JLPT수험

卒業
졸업

資格（ビザ）変更
자격(비자)변경

内定（随時）
내정(수시)

就職を果たした先輩の声  취업의 꿈을 이룬 졸업생 후기

洪 思源  홍 사원 さん （韓国 한국） 

GMO INTERNET INC.
日本語が全くわからなかった私が日本語能力試験N1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CBCで学んだことが面接や履歴書を書く上

で非常に役に立ちました。校内でも就職ガイダンス等を開いてくれたので、就職に役立つたくさんの情報を得ることがで

きました。

일본어를 전혀 몰랐던 제가 일본어능력시험 N1에 합격할 수 있었고, CBC에서 배운 것이 면접과 이력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내에서도 취업 가이던스 등이 개최되었으므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専門学校、大学、大学院へ進学を希望するみなさんは、まず「何を学びたいのか」「将来どのような目標に向かっていくか」などを

考えながら学校や学部、研究分野を選ぶことから始めましょう。オープンキャンパスに参加することも忘れずに！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등을 

생각하면서 학교나 학부, 연구분야 선택부터 시작합시다. 오픈 캠퍼스에 참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強
力
な
進
学
指
導

入学
입학

5月・11月 校内ガイダンス参加
5월, 11월 교내 가이던스 참가

（随時）オープンキャンパス参加
(수시) 오픈캠퍼스 참가

卒業
졸업

合格
합격

6月・11月 EJU受験
6월, 11월 EJU수험

（随時）出願準備と出願
(수시) 출원준비와 출원

進学を果たした先輩の声  진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 후기

　 强  FEI QIANG さん （中国 중국） 

東京電機大学 TOKYO DENKI UNIVERSITY

日本に来た時慣れないことでいっぱいでしたが先生方が生活のことも進学もサポートしてくれました。

放課後の留学試験対策授業、先生の面接練習等のおかげで行きたい大学に合格できました！

일본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선생님들이 생활과 진학 면에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방과후의 유학시험대책 수업, 

선생님의 면접 연습 등 덕분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5 段階

入学
입학

校内ガイダンスの様子
교내 가이던스 모습

校内企業説明会
교내 기업설명회

校内ガイダンス
교내 가이던스

校内ガイダンス
교내 가이던스

EJU対策授業
EJU 대책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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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では季節毎に様々なイベントを行なっています。多種多様なイベントを通して、様々な角度から日本という国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す。
CBC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각도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年間行事 연간 행사

春と秋の年に2回、社会見学を行なっています。数あるコースから自分で行きたい場所を選び、見学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
봄과 가을 연 2회, 사회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코스 중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여 견학할 수 있습니다.

川崎最大のお祭り「山王祭」でCBCの学生は特別にお神輿をかつぐ体験ができます。
가와사키 최대의 축제 「산왕제」에서 CBC 학생은 특별히 가마를 메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4月期生入学式
4월학기생 입학식

春の社会見学
춘계 사회견학

稲毛神社山王祭神輿渡御
이나게신사 산왕제 

미코시(가마)행차 체험

川崎大師風鈴市見学
가와사키다이시후링이치 견학

カラオケ大会
가라오케대회

秋期卒業式
가을학기 졸업식

秋の社会見学
추계 사회견학

スポーツ大会
스포츠대회

10月期生入学式
10월학기생 입학식

春期卒業式
봄학기 졸업식

川崎市民との交流会
가와사키 시민과의 교류회

進路ガイダンス
진로가이던스

日本留学試験
EJU

日本語能力試験
JLPT

夏季休暇
여름방학

秋季休暇
가을방학

・日本留学試験
  EJU

・進路ガイダンス
진로가이던스

・日本語能力試験
  JLPT

・冬期休暇
겨울방학

全国専門学校
日本語教育協会
スピーチコンテスト
스피치콘테스트

5月4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月 2月 3月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山王祭で伝統行事を体験！
산왕제에서 전통행사 체험！

年2回の社会見学
연 2회 사회견학

春期  봄학기 秋期  가을학기

春期休暇
봄방학

くりはま花の国
쿠리하마 
플라워파크

カップヌードルミュージアム
컵라면박물관

食品サンプル作り
식품샘플만들기

国会議事堂見学
국회의사당 견학

お神輿をかつぐ様子
미코시(가마)메기 체험

軽食でホッと一息 
가벼운 먹거리로 
잠시 휴식

馬頭琴の演奏

마두금 연주

みかん狩り

귤 농장 체험
いちご狩り

딸기농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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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日本語学科は、日本や母国の日系企業で働きたい人

のための学科です。日本のビジネスマナーやコンピュータース

キルを磨くなど、就職に有利な資格取得を目指します。また、本

校で学んだ技能を実際の職場で体験し、具体的な業界のしく

みなどを理解するインターンシップを経験できます。

본 학과는 일본이나 모국의 일본계 기업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나 컴퓨터 스킬을 

연마하는 등, 취직에 유리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또, 본교에서 배운 기능을 실제로 직장에서 체험하고, 구체적인 업계 

시스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턴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本校で学んだ技能を実際の職場で体験し、具体的な業界のしくみ等を理解するインターンシ

ップを経験できます。就職活動において企業とより密接な関係を構築できるため、本校では

特に力を入れています。また、国家資格「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を持った教員をはじめ、先

生方が丁寧にサポートし、一人一人のキャリア形成を支援します。

본교에서 배운 기능을 실제 직장에서 체험하고, 업계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 있어 기업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커리어컨설턴트」 국가자격을 소지한 교원을 소지한 교원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서포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리어 형성을 지원합니다.

日本企業への就職に必要なビジネス日本語と知識を身につける

일본 기업 취업에 필요한 비즈니스일본어와 지식을 익힌다

時間割例  시간표 (예)

2年次時間割例  2학년 시간표 (예)

充実の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  풍부한 인턴쉽제도

その他、多数… and many others .......

ビジネス日本語学科
비즈니스일본어학과

N1合格 ＋ 就職サポート

N1합격 ＋ 취업서포트

マナーから経済知識まで学ぶ

매너부터 경제지식까지 배운다

就職に有利な資格取得

취직에 유리한 자격취득

授業科目例  수업과목 (예)

CBCの2年課程は全て文部科学大臣認定「職業実践専門課程」
CBC의 2년 과정은 모두 문부과학장관 인정 「직업실천전문과정」

2年課程 【春学期】 2년 과정 [봄 학기]

・日本語能力試験 N1
JLPT N1

・ビジネス文書検定 3級　
비즈니스문서검정　3급

・総合商社

종합상사

・機械

기계 

・免税店

면세점

・出版社

출판사

・旅行会社

여행사

・飲食大手

대형음식점

・ITコンサルティング
IT컨설팅

・製造販売

제조판매

・ビジネス能力検定ジョブパス 2級/3級
비즈니스능력검정JOB패스 2급/3급

・秘書検定 2級/3級
비서검정　2급/3급

・日商簿記 3級
日商부기3급

・BJT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 550点以上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550점 이상

ビジネス関連
비즈니스관련

日本語関連
일본어관련

社会一般
사회일반

ビジネス日本語、ビジネス文書、ビジネス経済、貿易概論、他
비즈니스일본어, 비즈니스문서,비즈니스경제, 무역개론 외

日本語表現応用技法、文章技法、読解演習、他
일본어표현응용기법,문장기법, 독해연습 외

現代社会、経済事情、キャリアデザイン
현대사회, 경제사정, 커리어디자인

コミュニケーション
커뮤니케이션

英語関連
영어관련

検定対策
검정대책

プロジェクトデザイン、スピーチトレーニング、プレゼンテーション、他
프로젝트디자인, 스피치트레이닝, 프레젠테이션, 외

TOEIC、ビジネス英語
TOEIC, 비즈니스영어

日本語能力試験N1/N2対策、日商簿記3級
일본어능력시험N1/N2대책, 日商(일본상공회의소)부기 3급

■株式会社加藤製作所 KATO WORKS CO., LTD 

■株式会社ジャルパック（JALグループ） JALPAK Co., Ltd.  

■株式会社エイチ・アイ・エス HIS Co., Ltd. ■株式会社資生堂 Shiseido Company, Limited 

■ヤマトシステム開発株式会社 YAMATO SYSTEM DEVELOPMENT CO., LTD.  

■白鶴酒造株式会社 HAKUTSURU SAKE BREWING CO., LTD. ■株式会社ゾフ Zoff Co., Ltd  

■株式会社あきんどスシロー AKINDO SUSHIRO CO., LTD. ■株式会社大戸屋 OOTOYA Holdings Co., Ltd 

■バーバリージャパン株式会社 BURBERRY JAPAN■株式会社再春館製薬 Saishunkan Co., Ltd.

■ロジスティックスオペレーションサービス株式会社 Logistics Operation Service Co., Ltd.

■株式会社オカフーズ OKA FOODS Co., Ltd. 

■株式会社コロンビアスポーツウェアジャパン Columbia Sportswear Japan

■富士通コミュニケーションサービス株式会社　FUJITSU COMMUNICATION SERVICE LIMITED ■インターソフト株式会社　Intersoft K.K. ■株式会社ランウェイ　RUNWAY Inc.

■ジャパン・バン・ラインズ株式会社　Japan Van Lines Co., Ltd. ■ゴーウェル株式会社　GOWELL Co., Ltd.

■公益財団法人日本ケアフィット共育機構 The Nippon Care-Fit Education Institute A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株式会社ニコン　NIKON Co., Ltd. 

■日本ソフトウェアクリエイティブ　Japan Software creative Co., Ltd. ■株式会社産業工学研究所　Sankoken, Inc. ■株式会社昭栄広報　Shoei-data Co., Ltd. ■株式会社インターブックス　Interbooks Co., Ltd.

■株式会社留学ジャーナル　Ryugaku Journal Inc. ■航空貨物研修センター　JAFA ■株式会社マンデラ　MANDELA CO., LTD.  ■SMBCコンシューマーファイナンス株式会社　SMBC Consumer Finance Co., Ltd.

MON
就職対策
취업대책

国際関係論
국제관계론

国際関係論 簿記
부기

簿記
부기

TUE
言語知識/文字語彙
언어지식/문자어휘

読解演習
독해연습

国際企業論
국제기업론

国際企業論
국제기업론

WED
接遇サービス
접대서비스

英語
영어

英語
영어

マーケティング
마케팅

マーケティング
마케팅

THU
言語知識/文法
언어지식/문법

メディアリテラシー
미디어리터러시

漢字検定特講
한자검정특강

ビジネス文書
비즈니스문서

ビジネス文書
비즈니스문서

FRI
ITスキル
IT스킬

ITスキル
IT스킬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ビ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TRAN THANH PHONG さん
（베트남 VIETNAM） 

株式会社あきんどスシロー (외식)
現在、副店長としてがんばっています。CBCで学
んだことは、社会に出てから役立つことばかり
です。

현재 부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C에서 

배운 것이 사회 진출 후 큰 도움이 됩니다.

陳 韻純 さん
（대만 TAIWAN）

株式会社アスク (종합상사)
日本の商社で働くことが私の夢でした。CBCで
学んだことは全ての基本です。

저는 일본 상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CBC 

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PHAM TRINH TUYET TRINH さん
（베트남 VIETNAM） 

ナガタベルリッツア株式会社 (자동차부품)
CBCから今の会社を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通
訳や翻訳、ベトナム人社員のサポート等を担っ
ています。

CBC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소개 받았으며, 통역, 

번역, 베트남 사원 서포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吴 峰博 さん
（중국 CHINA）

株式会社コトブキ (기계)
インターンシップからのご縁で採用していただき
ました。良い職場環境の中でがんばっています。

인턴십이 인연이 되어 채용되었습니다. 좋은 직장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卒 業 生 の 声 졸업생 후기 POINT

1
POINT

2
POINT

3

NGUYEN THU MINH さん
（ベトナム 베트남）

日本語だけでなく、より実践的なマナーも

勉強します。CBCで学べて良かったです。

일본어 뿐만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매너도 공부합니 

다. CBC에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STEVEN ANDREAS さん
（インドネシア 인도네시아）

先生方が丁寧にカウンセリングしてくださっ

たおかげで希望の会社に就職できました。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후기

　　　　　目標資格例  목표자격(예) 　　　就職分野  취직분야

就職実績  취업실적

インターンシップの様子  인턴십 모습

在 校 生 の 声

連携企業例  연계기업 (예)

科目系列  과목계열 授業科目例  수업과목 예 科目系列  과목계열 授業科目例  수업과목 예

최고의 취업실적을 자랑합니다!

バツグンの就職実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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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学科
호텔브라이덜관광학과 (2년 과정)

2年課程

貿易の仕組みやルールを知り、物の流れやグローバルロジスティクス

の新しい知識を習得しつつ、英語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やIT運用

力まで高めてグローバルに働く人材を目指します。

무역의 흐름이나 룰을 알고, 국제 물류나 로지스틱스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IT 운용력을 높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ビジネス実務・知識＋語学力＋ITスキルで

グローバルビジネスの世界へ!
비즈니스실무·지식+어학력+IT기술로 글로벌비즈니스의 세계로!

国際ビジネス学科
국제비즈니스학과 (2년 과정)

■貿易・航空ビジネスコース  무역·항공비즈니스코스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ース  영어커뮤니케이션코스

1年課程国際ビジネス研究科
국제비즈니스연구과 (1년 과정)
■貿易ビジネスコース  무역비즈니스코스
■英語資格コース  영어자격코스
■ICT観光コース  ICT관광코스

貿易実務概論  무역실무개론

貿易実務演習  무역실무연습

マーケティング  마케팅

フォワーダー  포워더

貿易実務検定対策  무역실무검정대책

IATAディプロマ  IATA디플로마

ビジネス英語  비즈니스영어

卒 業 生 の 声 졸업생 후기 　　　　科目例  과목 예

商社  상사

メーカー  제조업체

航空会社  항공사

空港  공항

船舶代理会社  선박대리회사
通関業者  통관업체
船会社  해운회사

　　就職分野  취업분야

観光協会会長の声  관광협회회장의 메시지

NGOWSIRI
CHALITAPORN さん
（タイ 태국） 

再春館製薬所
Saishunkan Co.Ltd,
就職活動についてい
つでも相談できます。

취업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黨 敏伶 さん

（台湾 대만） 

東亜産業株式会社
TOACORPORATION
学んだ貿易実務を活

かしています!

CBC에서 배운 무역실무를 

살려 무역회사에서 근무합니다!
ネットショップ概論  온라인숍개론

JavaScript  자바스크립트

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の開発  스마트폰 앱 개발

JAVAプログラム  JAVA프로그램

卒 業 生 の 声 졸업생 후기科目例  과목 예

ネットショップ運営スタッフ  온라인숍 운영 스태프

ウェブサイトの多言語化  웹사이트의 다언어화

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の開発  스마트폰 앱 개발

就職分野  취업분야

LUU VAN LONG さん
（ベトナム 베트남） 

株式会社DAI
DAI CORPORATION

授業外でもソフトが

使える環境が嬉し

かったです。

수업시간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좋았습니다. 

문 승현 さん （韓国 한국）  

エスビーサイバーパス株式会社
SB CYBERPAS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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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きました。学科と

企業が連携して行なうインターンシップ

に参加でき、終了後には企業紹介までアレンジしてくれ

たので一人の学生をちゃんと見てくれているという安心

感があり、何の不安もなく就職ができました。

일본어학과에서 충분히 배운 덕분에, 전문과정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적응되었고 순조롭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쉽에 참여하고 마친 후에는 기업소개까지 연결해주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충분히 케어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BIMA BARAKA さん
（インドネシア 인도네시아） 

株式会社未来Box
miraibox Inc.

好きなゲーム関連の
仕事にもつけて充実

した学生生活になりました。
원래 좋아하는 게임 관련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語学力の向上」を軸に「対人関係能力」「専門的能力」「企画運用能力」

の3大スキルを身につけます。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も充実しており、自

分らしく働き続けられるグローバル人材を育てます。

「어학력 향상」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능력」 「전문적 능력」 「기획운용능력」의 3

대 스킬을 익힙니다. 충실한 인턴십제도와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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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了後に

内部進学のチャンスがあります。

일본어 레벨에 따라 내부 진학 이전에 필요한 일본어 학습 기간은 달라집니다. 

최장 2년간의 일본어 학습 기간을 거친 후 각 전문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합니 다. 

단, 일본 입국 전부터 고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진 학생은 6개월의 일본어 학습 

기간이 끝나면 내부 진학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❶  業界を問わず日本企業が求めるIT人材になるためのカリキュラム
　   업계 불문하고 일본기업이 요구하는 IT인재가 되기 위한 커리큘럼

❷  英語は週10時間、ITは週14時間とバランスが取れた学習環境
　   영어는 주10시간,  IT는 주14시간으로 균형 잡힌 학습환경

❸  資格＜ポートフォリオ（作品制作）を通じて、自分の実力を企業に伝える
　  자격<포트폴리오(작품제작)>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기업에 어필

❶  入学試験は日本でも海外でも受験可能
　   입학 시험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수험 가능

❷  内部進学者には入学金優遇制度あり
　   내부 진학자에게는 입학금 감면제도 적용

❸  TOEIC貿易実務検定無料講座あり
　   TOEIC무역실무검정 무료 강좌 제공

スマホのない未来なんて考えられない！

英語&ICT中心の「マルチスキル学習」が最大の魅力!!
스마트폰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 없어! 영어&ICT중심의 

「멀티 스킬 학습」이 가장 큰 매력!! 

グローバルICT学科
글로벌ICT학과 (2년 과정 / 4 ·10월입학) 

■英文メディアデザインコース  영문미디어디자인코스
■グローバルエンジニアコース  글로벌엔지니어코스
■専門留学・大学編入コース  전문유학·대학편입코스

2年課程
4・10月入学

4年課程
4月入学

2年課程
4月入学 国際ICT観光学科

국제ICT관광학과 (4년 과정 / 4월 입학)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の三分野をバランスよく学び、様々な分野

の知識とスキルを身につけることで、どんなお客様にも臨機応変に

対応できる人材を育成します。

호텔·브라이덜·관광의 세 분야를 밸런스 있게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스킬을 익혀 어떠한 고객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神奈川県観光協会名誉会長 / 一般社団法人川崎市観光協会会長  斎藤 文夫 様  President FUMIO SAITO

가와사키가 자랑하는 실적 높은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호텔브라이덜관광학과」를 설치하고 현(県)의 
위탁을받아 「관광서비스비지니스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올림픽·패럴림픽 및 방일객 4000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오모테나시의 마음>을 발휘할 스페셜리스트의 양성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세련되고 퀄리티 높은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호텔브라이덜관광학과의 존재는 관광입현 가나가와의 중요 전력으로서 대단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長年の実績をもとに充実したインターンシップ制度が

確立されています。

오랜 실적을 바탕으로 충실한 인턴십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旅程管理主任者  여정관리주임자

飲料サービス  음료서비스

ホスピタリティ  호스피탤리티

ブライダルベーシック  브라이덜베이직

ブライダルシミュレーション  브라이덜 시뮬레이션
カラーコーディネート  컬러코데네이트

卒 業 生 の 声 졸업생 후기　　　　科目例  과목(예)

ブライダル関連業界  웨딩관련업계

ツアーガイド  투어가이드

ツアーコンダクター  투어컨덕터

ホテルコンシェルジュ  호텔컨시어지ツアープランナー  투어플래너

ホテルフロントスタッフ  호텔프론트스태프

　　就職分野  취업분야

黄 子玲 さん （中国 중국） 

株式会社八芳園 HAPPO-EN
結婚式場で、海外からのお客様に対して通訳や式のサポート、

またポスターなどの制作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CBCで受け

たイラストレータなどのデザインの勉強が役にたっています。
예식장에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통역, 그리고 

결혼식의 써포트, 홍보자료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BC에서 배운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관련 수업들이 지금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CT関連学科の特徴

ICT관련학과의 특징

日本語学習期間

일본어 학습기간

専門分野学習期間

전문분야 학습기간

最短6か月～最長2年

최단6개월∼최장2년

1年、2年または4年

1 년, 2년 또는 4년

専門課程への特典付ステップアップが叶います！  전문과정으로의 내부 진학 특전이 있습니다! 

内部進学のポイント!  내부진학의 포인트!

内部進学説明会の様子  내부진학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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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車・バスの定期券購入時、学生割引が適用可能です。

（利用路線や交通機関により割引率は異なります）

전철·버스 정기권 구입시 학생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노선이나 교통기관에 따라 할인율은 다릅니다)  

片道移動距離が101km以上の場合、乗車券基本料金の約20%の割引が
適用可能です。(運行事業者により適用可否が異なります)

편도 이동 거리가 101Km이상인 경우, 승차권 기본요금의 약 20%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운행 사업자에 의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通学定期券  통학정기권

在留資格が「永住者」と「定住者」等の方に朗報です！（※条件あり）
재류자격이 「영주자」와 「정주자」등이신 분에게 희소식입니다! (※조건부)

美術館や博物館、アミューズメント施設等各種施設入場時も学生

割引が適用できます。

미술관이나 박물관, 오락시설 등 각종 시설 입장 시에도 학생할인이 

적용됩니다.

その他の割引制度  그 외 할인제도

勤労学生を対象にした税

金控除を受けることが可

能です。一定の条件下で

所得税と住民税などが減

免されます。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조건을 갖추면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これは国の制度で、入学金や授業料のサポートが受けられるというものです。本校は全ての学科がこの制

度の対象です。詳細については必ず文部科学省のサイトをご確認ください。支援の対象となるかは日本学

生支援機構（JASSO）のサイトで確認できます。

이는 국가제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교는 전 학과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여부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成績、出席率等の要件を満た

すことにより、各種奨学金を受

給できるチャンスがあります。

성적, 출석률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장학금 수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長距離移動乗車券の学生割引
장거리 이동 승차권의 학생할인

学生をサポートする各種制度とメリット
학생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메리트

川崎市外国人留学生修学奨励金

가와사키시 외국인유학생 수학장려금

奨学金名 장학금명

年額 100,000円

(년액 100,000엔)

12ヶ月（4月～翌3月）

12개월(4월∼다음해3월)

12か月（4月～翌3月）

12개월 (4월∼다음해3월)

受給額 지급액 受給期間 지급기간

・ 在留資格「留学」　재류자격 「유학」

・ 成績・出席率優秀 성적·출석률 우수

成績・出席率優秀 성적·출석률 우수

・ 川崎市在住 가와사키시 거주

・ 在留資格「留学」재류자격 「유학」

・ 成績・出席率優秀 성적·출석률 우수

・ 職業実践専門課程対象 직업실천전문과정 대상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CBC奨学金
외어비즈니스전문학교 CBC장학금

100,000円
(100,000엔)

一括受給（年1回）
일괄수급(연1회)

※日本学生支援機構の奨学金は、専門課程（ビジネス日本語学科、他）の在校生に受給できるチャンスがあります。

詳しくは、本校までお電話またはメール等でお問合せください。  상세한 내용은 본교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日本学生支援機構
私費外国人留学生学習奨励費

일본학생지원기구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은 전문과정(일본어학과, 일본어연구과는 대상 외)의 재학생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授業料・入学金の減免または免除
수업료·입학금의 감면 또는 면제

月額 48,000円

(월액 48,000엔)

受給条件 지급조건

世界中で活躍する、CBCの卒業生たちを紹介します！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활약하는 CBC졸업생들을 소개합니다!

世界で活躍する卒業生
세계에서 활약하는 졸업생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일본 

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CBC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CBC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졸업한 지금도 CBC

선생님들께는 감사한 마음 가득 합니다.

TRINH DINH THANG
（베트남）

DONG DU JAPANESE

LANGUAGE SCHOOL

CBC는 매우 존경할만한 학교입 

니다. 제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도 할 수 있습니다. 병에 달렸을 

때나 문화 쇼크 병에 시달렸을 때나 문화 쇼크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은 항상 친어머니나 누나처럼 

제가 일본에서 대학원에 진학. 할 때까지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CBC를 꼭 추천합니다.  

MUHAMMAD ELSALHY
（이집트）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재학 중, 저는 변론대회와 

스피치콘테스트에 참가했습

니다. 직장 동료는 제 일본

어가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곤 합니다. 

칭찬받을 때가 가장 좋으니까 CBC를 선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CHEN REBECCA
（대만）

HOUSE FOODS

GROUP INC.

CBC에서는 일본어와 무역을 

배웠습니다. 수업 외에는 

아르바이트도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귀국하여 일본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본계 물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스태프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OEY HUSEIN
（인도네시아）

HITACHI 

TRANSPORT SYSTEM

처음에는 일본어를 전혀 말할 

수 없어 걱정이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세심하게 

가르쳐주신 덕분에 일본어능력시험 1급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현재는 홍콩의 

미즈호증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VIENNA YEUNG
（홍콩）

MIZUHO 

SECURITIES ASIA LTD.

CBC 재학 중 학교 대표로 

스피치콘테스트에 참여한 것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귀국 후인 지금도 제가 

믿고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BURATSAPORN BUSSABA
（태국）

CANON PRACHINBURI

（THAILAND）LTD.

일본에서 귀국하기 전에 일본어 

능력을 더욱 향상 시키고자 CBC

에 입학했습니다. CBC에서는 

일본어 능력을 통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다른 

문화를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CBC 선생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제 꿈을 이뤄냈습니다. 

ANGELA ROSE
（미국）

KEIHIN CO., LTD.

HONDA GROUP

예정보다 일찍 취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업상담이나 

모의면접 등 CBC 선생님들의 

다양한 서포트 덕분에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박 기범

（한국）

NISSAN TRADING

JAPAN CO., LTD.

1년간의 유학생활을 CBC에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의 

넘치는 지도 하에 친구들과 보낸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는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CBC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CHANG SHENG KAI
（대만）

JANOME SEWING

MACHINE CO., LTD.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른 채 일 

본에 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 

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지만, 2

년간 CBC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염원하던 치바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혜선

（한국）

SAMSUNG 

ELECTRONIC CO., LTD.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에서 유학하였고, CBC에서 1

년간 무역비즈니스를 배웠습니다. 

CBC에서는 생애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태국에서 일본계 IT기업, 법률사무소, 미디어 관련 

대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거쳐 앱 제작이나 Web 개발, 

통·번역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BOONPORN NUTTHAPONG
（태국）

JTBIZ. CO., LTD.

CBC에 입학한 후에는 일본어의 

읽기와 쓰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문법과 회화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BC의 선생님들과 커리큘럼은 

매우 훌륭했고, 일본어를 배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DIEGO MUNOZ
（호주）

EN WORLD

JAPAN K.K

일본에 막 왔을 때는 일본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일본어 실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일본어가 능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문화도 접할 수 있었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BENERICETTI ALICE
（이탈리아）

H.I.S. CO., LTD.

CBC에서 보낸 2년간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CBC에서 배운 일본어를 

바탕으로 유니클로에 입사해 일본에서 4년을 근무한 후, 

현재는 필리핀 유니클로 사업부로 옮겨 필리핀에서 가장 큰 

매장의 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CBC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 빈나

（한국）

UNIQLO FASTRETAILING

PHILIPPINES, INC. 

저는 현재 IBM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인 고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BC에서 배운 지식과 

일본의 상식은 업무상 큰 도움이 됩니다. 유학 중 

선생님들께서는 친근감을 가지고 대해 주셨고 

클래스메이트들은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CBC

에서 보낸 기간은 저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FEI CHEUK YIN
（중국）

IBM CORPORATION

勤労学生控除  근로학생공제 奨学金制度  장학금제도 

受けられる支援内容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のご案内  고등교육 수학 지원 신제도 안내

서포트 - 1

サポート 1

서포트 - 2

サポート 2

学費の負担が減る
학비 부담이 줄어듦

この制度では、2つのサポートを併せて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이 제도는 2가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返済不要
상환할 필요 없음 

給付型奨学金の支給
지급형 장학금 지급

文部科学省のサイト 日本学生支援機構のサイト

일본어학과 및 일본어연구과는, 
이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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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校の校舎は、政令指定都市である川崎市の中心にありながら常に静謐な環境を保っており、様々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持った学生た

ちにとても最適な学びの場となって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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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るのはもちろん、バリアフリー

で明るくモダン、自由に利用できる学生ラウンジやライブラリー、自習室も完備されていて充実したキャンパスライフを提供します。

본교 교사는 정령지정도시인 가와사키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항상 평온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최적의 배움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교실에 인터넷 회선과 영상 · 음향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배리어프리하고, 밝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 라운지나 도서관, 자습실도 완비되어 있어 쾌적한 캠퍼스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プロジェクター、Apple TVを完備し、ICT教育にも対応した教室のほか、活動的な授業展開を

サポートし、様々なイベントが行われる多目的ホール、学生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を提

供するラウンジ、図書館があります。

프로젝터 완비는 물론,  ICT교육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교실 외, 활동적인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다목적 홀, 학생들간의 커뮤니   케이션의 장이 되는 라운지, 

도서관이 있습니다.

日本語学科の事務所には、皆さんの生活や学業を応援す

るスタッフと専任講師がいます。授業中にわからなかった

こと、ビザのこと、「病院に行きたい」や困ったこと、進路の

相談など、いつでも気軽に質問・相談ができる場所です。

来日した日から安心して生活が送れるようにサポートしま

す。バイリンガルスタッフが英語、中国語、韓国語などでも丁

寧に対応します。

일본어학과 사무실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학업을 응원하는 

스태프와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수업 중에 몰랐던 부분, 비자 

관련 부분,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곤란한 일, 진로 상담 등 

언제라도 부담 없이 질문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바이링궐 직원들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친절하게 대응합니다.

一般教室に加え、日本語を学ぶ学生たちのために、日本語学科の事務所があります。

일반 교실 외에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일본어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本館 校舎外観  본관 교사 외관

和室  다다미방 

一般教室  일반 교실

コンピュータ教室  컴퓨터실

多目的ホール  다목적 홀

図書館  도서관(Wifi)

ラウンジ  라운지

和室  다다미방

日本語学科事務所

일본어학과 사무실

学習に専念できる充実した学園施設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 시설

国際館 校舎外観  국제관 교사 외관

安心の学業・生活サポート体制  안심 학업 ·생활 서포트 체제

PAL館   PAL관

本校の学生寮 『CITY VIEW MAISON』 は、本館（Main Hall）5・6・7階に位置し、エントランスはオートロック、エレベーター内

と各フロアには防犯カメラが設置されて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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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具家電つきなの

で、来日後すぐに生活が始められます。

본교의 기숙사 [CITY VIEW MAISON] 은 본관(Main Hall) 5,6,7층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에는 오토록, 엘리베이터 내부와 각 층에는 

방범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실까지는 도보1분이면 갈 수 있어 통학에 매우 편리합니다. 가구, 가전이 완비되어 있어 일본 입국 

후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陽当りの良いベランダ  햇볕이 잘드는 베란다キッチン（IHコンロつき）  키친

日本語学科 事務局長
일본어학과 사무국장

Kenshin Sawada

日本語学科 教務主任
일본어학과 교무주임

Mayumi Kaneko

ビジネス日本語学科 教務主任
비즈니스일본어학과 교무주임

Hiroko Kajimoto

専任講師
전임강사

Masaki Kato

専任講師/進路指導
전임강사 / 진로지도

Sayuri Fukuhara

ビジネス日本語学科 学科長
비즈니스일본어학과 학과장

Takashi Ishijima

中国語圏コーディネーター
중국어권 코디네이터

Junpei Kaku

ビジネス日本語学科/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
비즈니스일본어학과/커리어컨설턴트)

Eiko Oki

中国語圏コーディネーター
중국어권 코디네이터

Yu Okamura

モンゴル・韓国コーディネーター/進路指導
몽골·한국코디네이터/진로지도

Junko Ishikura

寮玄関  기숙사 현관 収納のある廊下  수납설비가 있는 복도

室内（Eタイプ）  실내 (E타입）

室内（A/B/C/Dタイプ）  실내(A/B/C/D타입）

間取り図 【例】 

방배치도 【예】

※月額家賃については、別紙を参照してください。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주세요. 

学生寮
학생 기숙사

私たちがサポートします!

여러분들을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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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선배들이 가와사키의 거리를 안내합니다!

川崎のまちを案内します！CBCの先輩が

Riverk 안에는 
시민도서관과 

아트가든(인공 정원) 
등 아늑하고 
평온한 공간이 
많습니다.

●北口西

●
北口東

●

●東口

MINISTOP

JR川崎駅

DICEMORE’S

ラゾーナ川崎プラザ

LAZONA Kawasaki Plaza

川崎ルフロン

Kawasaki Le FRONT

JR川崎駅北口改札

JR Kawasaki Station North Exit Ticket Gate

川崎アゼリア

Kawasaki Azalea
ラ チッタデッラ

LA CITTADELLA

モアーズ

MORE’S

ダイス

DICE

アトレ川崎

atre Kawasaki

ミューザ川崎

MUZA Kawasaki Symphony Hall

JR川崎駅東口

JR Kawasaki Station East Exit

羽田空港

HANEDA Airport

JR가와사키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대형 쇼핑센터입니다. 하교 길에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요도바시카메라와 아쿠아리움, 대형마트부터 의료기관까지 

있어 생활에 편리한 상 업시설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MUZA가와사키 심포니 홀에서는 국제적인 

재즈 페스티벌이나 영화 콩쿠르 시상식 등이 열립니다.

CBC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입니다. 최신의 북쪽 출구, 동쪽 출구에서 

CBC까지는 도보 4분입니다.

하네다공항에서 CBC까지는 전철로 12분 거리입니다! 

외국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도시 가와사키만이 가능한 큰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ソリッドスクエア

SOLID SQUARE

전면 유리로 된 오피스 빌딩으로 건물 내에는 카페와 편의점 

등이 있고 겨울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됩니다.

京急川崎駅

KEIKYU Kawasaki Station

ウイング川崎

Wing Kawasaki

CBC는 게이큐 가와사키역 바로 앞입니다! 게이큐선은 CBC와 

하네다 공항을 연결 하는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이 

편리한 것도 CBC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게이큐 가와사키역과 연결된 쇼핑 센터입니다.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운영하고 있 어 하네다 공항에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장소입니다.

2018년에 개통한 개찰구입니다. CBC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개찰구로, 역 안에는 디저트, 반찬가게와 같은 많은 숍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JR가와사키 역과 직접 연결된 역 건물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리를 재현한 복합 상업시설입니다. 

가와사키의 「핼러윈 퍼레이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북오프와 100엔숍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편리한 매장이 

모여있는 빌딩입니다.

UNIQLO, gu, 영화관, 레스토랑 등의 매장이 잘 갖춰져 있어 

빌딩 내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3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상가입니다. CBC

에서도 가깝고 통학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川崎大師

Kawasaki Daishi

정월의 참배객 수가 전국 3위로 약 300만명의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사원입니다. 참배 길에는 많은 노점이 즐비해 있어 1

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川崎

駅前

探訪

봄이 되면 
벛꽃이 활짝 핍니다!

가와사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와사키는 쇼핑몰이나 

극장, 레스토랑 등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CBC는 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여요!

ラゾーナ川崎
LAZONA Kawasaki Plaza

ミューザ川崎
MUZA Kawasaki Symphony Hall

川崎
ルフロン
Kawasaki
Le FRONT

アゼリア地下入口 AZALEA

アトレ川崎 atre

リバーク
Riverk

ヨドバシ

アウトレット

Yodobashi
Outlet

ウイング川崎
Wing Kawasaki

京急川崎駅 KEIKYU Kawasaki Station

ラチッタデッラ
LA CITTADELLA

ソリッド
スクエア
SOLID
SQUARE

PAL館
PAL
HALL 国際館

INTERNATIONAL
HALL

本館
MAIN HALL

外語ビジネス専門学校

College of Business 
and Communication



일본어학과

日本語学科

일본어학과·일본어연구과

일본어연구과

日本語研究科

비즈니스일본어학과

ビジネス日本語学科

무역

貿易

호텔·브라이달·관광

ホテル・ブライダル・観光

ICT·영어

 ・英語

西口

KEIKYU KAWASAKI

to Shinagawa

to Shinagawa・Tokyo

MAIN HALL
YODOBASHI

OUTLET

ST.TROPEZ

PIA

十五番 building

LAZONASOLID SQUARE LAZONA KAWASAKI RESIDENCE
ラゾーナ川崎レジデ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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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어비지니스전문학교 〈CBC〉

22-9Ekimae-honcy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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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케이큐가와사키역에서 도보 1분

　　서쪽 출구를 나와서 요도바시아울렛 앞에서 우회전 후 직진

　JR가와사키역에서 도보 4분

　　AZALEA 지하상가로 내려가 34번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와서 직진

atre

AZALEA

LAWSON●

●

●
Family Mart

●SMBC日興証券

●京急ストア

●MINISTOP

Bus and Taxi Rotary

Ward office road

MORE’S
DICE

Central Gate
West Gate 中央口西口

リバーク
Riverk

INTER
NATIONAL
HALL PAL

HALL

      to Yokohama

     to Yokohama

JR KAWASAKI

銀柳街
GINRYU ROAD

West Gate

東口

北口西

北口東 East Gate

North Gate West

North Gate East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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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番出口
 Exit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