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장가이드

① 입장무료, 출입자유, 개별상담, 통역배석, 자료무료배부

② 입장시에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해 주십시오.

③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하신 경우에는 프린트한 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④ 해당 학교 및 기업의 부스에서 순서대로 자유롭게 상담해 

 주십시오

⑤ 종합 상담 부스에서도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⑥ 돌아가실 때에는 앙케이트를 작성하여 회수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장 이용 안내

JECFJECF
Japan Education & Career Fair in Seoul

주최 : 사단법인한일협회

홈페이지 : www.kojafair.org 

▶	 박람회에서	개별	학교나	기업체	상담	외에	종합적으로	유학과	취업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부스	번호와	위치를	확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	상담	부스에서	상담하실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	질문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학	외에	채용	회사	소개	및	채용에	관한	설명회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가	바랍니다.

▶	 세미나	실은	100여명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선착순	입장이므로	시작	시간	전에	입실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한일협회    TEL.02-3452-5999 fax. 02-552-1062 E-mail.koja@koja.or.kr

후원기관

일본유학&취업박람회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 일본유학&취업박람회 
종합상담/세미나 안내

종합상담 부스

부스 상담 내용 담당 기관

33 일본	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	상담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32 일본유학시험(EJU)	안내	및	기출문제집	판매 사단법인	한일협회

26 일본	고등학교	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해외교육사업단

37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취업	상담과	이력서	접수 JAC리크루먼트코리아

38 일본	취업	상담	및	이력서	접수 리타운	휴먼

세미나 시간(20일)

순서 실시시간 세미나 내용 담   당

01 11:00~11:50 일본	유학의	기초지식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02 12:00~12:50 어학연수를	통한	일본	취업 인터컬트일본어학교

03 13:00~13:50 회사	소개	및	채용	설명회 후지타관광주식회사

04 14:00~14:50 호텔,여관,면세점,IT분야	채용	설명회 리타운	휴먼

05 15:00~15:50 문과계	학생	IT대학원	유학과	취업 교토정보대학원대학

06 16:00~16:50 일본	유학시험(EJU) 사단법인	한일협회

세미나 시간(21일)

순서 실시시간 세미나 내용 담   당

01 11:00~11:50 일본	유학의	기초지식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02 12:00~12:50 회사	소개	및	채용	설명회 주식회사	트라잘프레르

03 13:00~13:50 일본	고등학교	유학	정보 해외교육사업단

04 14:00~14:50 어학연수를	통한	일본	취업 인터컬트일본어학교

05 15:00~15:50 일본	유학을	통한	일본	취업	정보 사단법인	국제인류진흥협회

5.20(토)~5.21(일)  COEX 3층 컨퍼런스룸

외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일본학회,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부산한일교류센터,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재팬클럽(SJC)



참가학교·기업·기관 리스트 행사장 배치도

일본 기업 채용 면접

대학(원)/전문학교/일본어교육기관/고등학교/관련기관/채용기업	부스	리스트

부스 부스 명칭 (한글) 부스 명칭 (일본어) 구분 소재지

● 대학(원) ●

01 호세이대학 法政大学 대학(원) 도쿄

02 주오대학 中央大学 대학(원) 도쿄

03 후쿠오카여자대학(공립) 福岡女子大学 대학(원) 후쿠오카

04 오비린대학 桜美林大学 대학(원) 도쿄

05 디지털헐리우드대학 デジタルハリウッド大学 대학(원) 도쿄

06
교토정보대학원대학
교토컴퓨터학원

교토일본어연수센터

京都情報大学院大学
京都コンピュータ学院

京都日本語研修センター

대학원
전문과정
일본어과정

교토

07 나고야상과대학 名古屋商科大学 대학(원) 나고야

● 전문학교 ●

08 일본전자전문학교 日本電子専門学校 전문과정 도쿄

09
문화복장학원전문학교
문화외국어전문학교

文化服装学院
文化外国語専門学校

전문과정
일본어과정

도쿄
도쿄

10
동경외어전문학교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東京外語専門学校

東京国際福祉専門学校
일본어과정
전문과정

도쿄

11

전문학교도쿄디자이너학원
전문학교도쿄비주얼아트
도쿄스쿨오브비즈니스
도쿄관광전문학교
전문학교넷웨이브

東京デザイナー学院
東京ビジュアルアート

東京スクールオブビジネス
東京観光専門学校

専門学校ネットウェーブ

전문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12

전문학교중앙공학교
중앙공학교오사카
중앙동물전문학교

중앙공학교부속일본어학교

中央工学校
中央工学校　OSAKA

中央動物専門学校
中央工学校附属日本語学校

전문과정
일본어과정
전문과정
일본어과정

도쿄
오사카
도쿄
도쿄

13 관서외국어전문학교 関西外国語専門学校 전문과정,	일본어과정 오사카

14
오사카	YMCA	학원

오사카	YMCA	국제전문학교
大阪YMCA学院

大阪YMCA国際専門学校
일본어과정
전문과정

오사카
오사카

15 고베전자전문학교 神戸電子専門学校 전문과정 고베

16

동방학원전문학교
동방학원영화전문학교
동방학원음향전문학교

전문학교동경아나운서학원

東放学園専門学校
東放学園映画専門学校
東放学園音響専門学校

専門学校東京アナウンサー学院

전문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
전문과정

도쿄
도쿄
도쿄
도쿄

● 일본어교육기관 ●

17 동경갤럭시일본어학교 東京ギャラクシー日本語学校 일본어과정 도쿄

18 아크아카데미일본어학교 アークアカデミー日本語学校 일본어과정 도쿄	등

19 커뮤니카학원 コミュニカ学院 일본어과정 고베

20 인터컬트일본어학교 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 일본어과정 도쿄

21
국제코토바학원일본어학교

국제코토바학원외국어전문학교
国際ことば学院日本語学校

国際ことば学院外国語専門学校
일본어과정
전문과정

시즈오카
시즈오카

22 홋카이도일본어학원삿포로본교 北海道日本語学院札幌本校 일본어과정 홋카이도

23
테라비즈니스외어학원

EN일본어학원
TERAビジネス外語学院

EN日本語学院
일본어과정
일본어과정

오사카
오사카

24 동경이타바시일본어학원 東京板橋日本語学院 일본어과정 도쿄

● 고등학교 ●

25 센다이이쿠에이가쿠엔고등학교 仙台育英学園高等学校 진학코스	등 센다이

26
해외교육사업단

쇼린고등학교,	가시마가쿠엔고등학교
海外教育事業団

翔凜高等学校、鹿島学園高等学校
고등학교유학
진학코스

서울,	지바
이바라기

● 유학관련기관 ●

27 홈스테이인재팬 ホームステイ・イン・ジャパン 홈스테이 도쿄

28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

BJT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
비즈니스일본어검정

교토
도쿄

29 주식회사	센트비 株式会社セントビ 일본	송금 서울

30 모닝에듀 モーニング・エデュ EJU	학원 서울

31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韓国貿易協会　貿易アカデミー IT취업교육 서울

32 사단법인	한일협회 社団法人韓日協会 일본유학시험	 서울

33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日本学生支援機構　韓国事務所 일본정부	산하기관 서울

34 일공학원 日工学院 EJU	학원 서울

35 주식회사	모인 株式会社モイン 일본	송금 서울

36 인쇼쿠진대학 飲食人大学 일본요리학교 도쿄	등

● 취업관련기업 ●

37 JAC리쿠르트먼트코리아 JACリクルートメントコリア 일본계	취업 서울

38 리타운휴먼 リタウン・ヒューマン 일본	취업	 도쿄	등

A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일본계	기업 서울

B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식회사 国際Electric Korea 株式会社 일본계	기업 천안

C 이데미츠전자재료한국주식회사 出光電子材料韓国株式会社 일본계	기업 파주

D 후지타관광주식회사 藤田観光株式会社 일본	기업 도쿄

E 주식회사	FCC 株式会社エフ・シー・シー 일본	기업 시즈오카

F 주식회사	트라잘프레르 株式会社トラジャルフレール 일본	기업 나고야

▶	회사별	채용	내용은	면접장	입구에	게시된	해당	기업체의	채용	모집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	사전에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은	지정된	면접	시간에	면접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당일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은	면접장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업체의	세미나	시간과	종합	상담	부스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스별 채용 예정 정보

부스번호 부스 명칭(한글) 부스 명칭(일본어) 근무지

37 JAC리크루트먼트(17개기업,	30여명))  JACリクルートメントコリア 한국

38 리타운휴먼(다업종,	약	200명) リタウン・ヒューマン 일본

A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1명) 韓国富士ゼロクス株式会社 한국

B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식회사(1명) 国際Electric Korea株式会社 한국

C 이데미츠전자재료한국주식회사(1명) 出光電子材料韓国株式会社 한국

D 후지타관광주식회사(약간명) 藤田観光株式会社 일본

E 주식회사FCC(2명) 株式会社エフ・シー・シー 일본

F 주식회사	트라잘프레르(5명) 株式会社トラジャルフレール 일본

(부스	번호를	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