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및 취업 세미나 시간도 있습니다.

주최 : 사단법인한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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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서울사무소   ●서울재팬클럽(SJC)  

문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81(두산709호)
 TEL. 02-3452-5999  FAX. 02-552-1062  E-mail. koja@koja.or.kr

홈페이지 : www.kojafair.org

    

대학/대학원/전문학교/일본어학교/고등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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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유학&취업박람회
●일시 : 제1차 2020년 10월 17일 (토) 10시~17시

제2차 2020년 11월 14일 (토) 10시~17시
제3차 2020년 12월 05일 (토) 10시~17시

●설명회 :각 55분간 설명 및 질의응답 (7타임)

●상담회 :각 20분간 개별 상담(1대1) (14타임)

●자료배부 : 무료(우송료 수령인 부담, 착불)

●제1차 참가신청마감 : 2020년 10월 13일

●참가비 : 무료

온라인

일본유학&취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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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무료 개별 상담질의응답가능참가시간자유선택

ZOOM Meeting 이용
<Zoom Meeting 방식이란>
Zoom을 이용한 화상 통신으로 쌍방향 대화가 가능. 데스크톱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설명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웹캠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가 절차>
참가요령 숙지▶참가 시간 선택▶신청서 작성▶신청서 제출▶Zoom URL 및 패스워드 수령▶참가 
기관에서 상담 시간 배정▶Zoom 설치하여 당일 지정된 시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신청한 모든 
기관에 참가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10월 13일까지 신청
◆설명회·상담회 시간표 :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시고 희망시간을 신청해 주세요.
◆자료배부 : 무료로 배부하는 학교 리스트 참조 (우송료 본인부담, 착불)

<박람회 참가기관> (상세내용 공식 홈페이지 게재)
◆참가학교수 : 대학 20개교, 전문학교 21개교, 일본어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예정)
◆채용기업수 : 이번 박람회에는 인재소개회사 및 국내 일본계 회사 취업소개 회사가 일부 참가합니다.
◆관련업체수 : 기숙사, 부동산, 해외송금 업체가 일부 참가합니다.

<참가자격>
◆학교 설명회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학부모 동석은 가능)
◆학교 상담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이상 (학부모 동석은 가능) (1대1 개별상담)
◆기업 설명회 : 전문대학 졸업 이상 취업 희망자
◆기업 상담회 :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
◆관련업체 설명회 및 상담회 : 상기 각 자격에 준함

<유학&취업 세미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영)
◆유학 세미나 : 2020년 10월 17일 오전 11시~11시 55분   주제 「일본유학으로 성공하기」
◆EJU 세미나 : 2020년 10월 17일 오후 13시~13시 55분
◆취업 세미나 : 2020년 10월 17일 오후 13시 10분~14시

<문의처>
주최 : 사단법인 한일협회
전화 :

주제 「시험의 기본적인 정보」
주제 「최근의 일본 취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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