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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VA,Web 전문가 과정 개요
• 연수기간 : 2018. 06. 18 ~ 2018. 12. 17 (약 7개월, 1001시간)
• 취업국가 : 일본 도쿄(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도쿄 근교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 있음)
• 연수인원 : 20명
• 운영기관 : 주식회사 K&J
• 교육기관 :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아스카어학원
• 교육시간 :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595시간), 아스카 일본어 학원(379시간), ㈜K&J(27시
간)
• 강의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12 인애빌딩 4층
• 강의시간: 09:00~17:50분 (50분 수업, 10분 휴식 / 점심시간 12:00~13:00)
• 문의전화: 062-400-1116 / 070-4116-1116
• 교육내용
①㈜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 JAVA, DB, Web, M obile, IoT 전문교육
②아스카 일본어 학원 – 일본어 기초/비즈니스 일본어 교육
③㈜K&J – 일본 취업을 위한 각종 법규/예절/이력서/일본회사인사담당자 교육

강의 내용 안내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과목

시수

교육내용

정보처리기사 필기

35

정보처리기사 필기

정보처리기사 실기

40

정보처리기사 실기

IoT 기초

20

Arduino, 센싱, 이더넷통신

Java P/G

120

기초문법, OOP, 리팩토링I/O, JDBC, Network, GUI

데이터베이스

40

DB이론, 데이터 모델링, Oracle DBMS, PL/SQL

Web UI/UX

25

Photoshop, illustrator, Web UI/UX 디자인

Web P/G

165

HTML, CSS, Javascript, JSP/Servlet, Spring

Mobile P/G

65

Layout, Widget, Activity, Mobile Sensor, SQLite, Firebase

최종프로젝트

50

최종 프로젝트

주간점검 및 평가

20

강사평가 및 주간점검

취업역량강화

10

포트폴리오

최종발표회

5

최종발표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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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안내
아스카 어학원
과목

시수

교육내용

일본어 기초 문법

140

일본어 기초 1

일본어 기초 문법

140

일본어 기초 2

일본어 자격증 대비 문
법, 독해, 청해

40

JLPT N2 대비 공부

일본어 자격증 대비 문
법, 독해, 청해

32

JLPT N1 대비 공부

일본어 비즈니스 회화

27

-

비고

주식회사 K&J
과목

시수

교육내용

일본기업 인사담당 특강

5

일본 현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일본예절 문화교육
기업 맞춤형 일본어

9

일본문화예절교육
기업 맞춤형 일본어

해외안전/산업안전

2

일본기업안전/산업교육

성희롱예방교육

2

일본 법 의거 성희롱 예방교육

일본 법규교육

4

일본 법규 교육

이력서 작성

5

-

비고

일본 IT 구인 업체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IT 구인업체를 소개합니다.

소프트뱅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SofthBank Technology Corp.)
• 설 립: 1990년 10월
• 자본금: 785백만엔(17년3월말)
• 종업원수: 960명(자회사 포함)
• 사업 내용
-데이터 애널리틱스
-EC서비스
-시큐리티 솔루션
-IT인프라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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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구인 업체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IT 구인업체를 소개합니다.

일본시스템운용센터 주식회사
(NSU)
• 설립연월: 2011년 8월
• 자본금: 6,000만엔
• 종업원수: 116명(17년 4월 기준)
• 사업 내용
-호스트기/서버 운전관리
(모니터링, 장부∙전표 핸들링 등)
-각종 시스템 운용설계
/운용관리 및 보조
-PC, 모바일기 킷팅(Kitting)
-각종 데이터 모체 핸들링, 고나리
-기타 시스템 운용 관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보수
(JAVA, COBOL, VB, ACCESS 등)

일본 IT 구인 업체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IT 구인업체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브라스테크
• 설 립: 2006년 4월
• 자본금: 5,000만엔
• 종업원수: 600명(2014년 4월)
• 사업 내용
-일반노동자파견사업
-엔지니어사업(IT, 솔루션 분야)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시스템
∙기술계산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CAI시스템
∙통신시스템
∙ITS시스템
∙시큐리티시스템
∙제어용시스템
∙Web시스템
∙어플리케이션소프트 ∙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검색시스템
∙판매관리시스템
∙스마트폰용 어플
∙네트워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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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구인 업체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IT 구인업체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머큐리
(Mercury INC.)
• 설 립: 2006년 11월
• 자본금: 5,000만엔
• 종업원수: 2,953명(18년4월기준)
• 사업 내용
-일반노동자파견사업
-엔지니어사업(테크노로지솔루션)
∙Web디자인∙ 제작
∙프로모션 기획∙ 입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일본 IT 구인 업체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IT 구인업체를 소개합니다.

CLINKS 주식회사
(CLINKS Co.,Ltd.)
• 설립연월: 2002년 12월
• 자본금: 1,000만엔
• 종업원수: 604명(18년 4월 기준)
• 사업 내용
-IT아웃소싱 사업
-iPhone 어플 개발
-Android 어플 개발
-Web 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운용보수
-IT엔지니어 파견
-Web 콘텐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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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아웃소싱의 이해
IT업계에 아웃소싱 업체가 많아지는 이유

1. 가속화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고도의 IT기술로 단기적 개발팀을 많이 만듦
2.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한 코스트
: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자의 고임금화
3. IT스킬 부족의 증가
: 해를 거듭할 수록 IT의 기술은 늘어나지만, IT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족
따라서 IT업무의 중요한 스킬을 아웃소싱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4. 파트너십의 중요성
: 기업의 이윤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저비용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웃소싱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

일본 대표 IT 기업
일본 IT 본사 근무를 위한 스킬

LINE 주식회사
(LINE Corporation)
• 설립연월: 2000년 9월
• 자본금: 92,728,000엔(18년3월말기준)
• 종업원수: 1,692명(18년4월말기준)
• 구인 스킬 예
☆프런트엔드 엔지니어
-필수 경험ㆍ스킬
HTML/CSS/JavaScript 전문적인 지식
PC나 스마트폰용 Web어플리케이션
개발경험
액세서빌러티, 유저빌리티, 시큐리티
에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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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규칙
연수 생활 중 규칙

u 연수규칙 및 생활규칙
- 일일 조/종례를 통한 엄정한 출결 관리
- 철저한 예습 및 복습(정기적으로 평가 있음)

u 중도탈락 기준
- 수업참여 의지가 부족한 자
- 취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커리어 향상에 목적을 둔 자

u 문제 발생 시 상담
- 1차: 전담요원 및 강사 상담
- 2차: 운영기관, 교육기관 대표 및 원장
- 3차: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3out제도 운영>
u 연수생 제재 기준
- 무단결석 3회 시 중도 탈락
: 전담요원 및 해당 강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석 3회 시 중도탈락처리
*단,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제외(사후증빙 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알선방안 및 사후관리(취업자, 미취업자 구분)

u 알선방안
- 교육기간 중 주기적 상담을 통한 교육생 개개인의 플랜작성 및 기업면접 추진
(담당자: 직업상담사 장지은)
- 교육생들이 선호하거나 취업희망 회사가 있을 시 회사에 맞춤 교육 실시
- 일본기업 담당자 한국 방문교육(현지취업상황 / 일본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등)
- 다수의 기업과 상시면접을 통한 교육생 개개인이 맞춤형 기업 색출 및 취업 서포트

u 사후관리 방안
□취업자
- 매월 SNS를 통한 상담 및 운영기관 국외출장 시 간담회 개최
□미취업자
- 역량 재진단 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재교육(IT, 일본어)
- 국내 체류중인 미취업자 1개월 1회 간담회 및 모의면접 실시
- 지속적으로 기업과 미취업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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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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