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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템퍼러리 오피스·인큐베이션 오피스
1) 템퍼러리 오피스 (오사카시/JETRO)
비즈니스 지원 오피스(BSO)
소유단체명

오사카시

운영단체명

일반재단법인 오사카국제경제진흥센터 국제부 (IBPC 오사카)

장소
사무실수
임대료
입주시 필요한
비용 (보증금)
자기부담 비용
기간
이용시간대
비품
면적
신청시 필요서류

ATC 빌딩 4 층(트레이드센터마에역)
개인오피스 6 실 공유오피스 (6 개 부스)
무료
개인오피스
공유오피스

30 일 미만 - 2 만엔 30 일 이상 - 5 만엔
2 만엔

전화, FAX(개인오피스)
개인오피스 2 개월 단위로 갱신(최장 6 개월)
공유오피스 원칙적으로 최장 6 개월간
7：00～23：00（1 년 365 일 이용가능）
개인오피스 책상, 의자, 로커, 옷걸이, 전화, FAX, 인터넷 회선, Wi-Fi,
회의 테이블
공유오피스 개별 부스, 의자, Wi-Fi
공용설비
회의실(예약제)
개인오피스 약 10 ㎡-약 27 ㎡
①이용신청서
②기업 개요 (등기부 등본 사본, 회사 소개, 팜플렛 등)
IBPC 오사카

연락처

TEL：+81-(0)6-6615-7130 FAX：+81-(0)6-6615-5518
E-mail：info@investosaka.jp
URL：https://www.investosaka.jp/eng/market/loc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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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로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IBSC) 템퍼러리 오피스
소유 단체명
장소
사무실수
임대료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오사카본부
오사카 국제빌딩 29F(혼마치역/사카이스지혼마치역)
개별사무실 3 실(각실 3 인용)
회의실 3 실
무료

입주시 필요한

10 일 이내 - 1 만엔

비용(보증금)

11 일 이상 – 2 만엔

자기부담 비용
기간
이용시간대

전화, FAX, 복사요금, 프린터 이용요금
원칙적으로 50 영업일
필요에 따라 50 영업일 연장가능
월∼금요일 9：00∼17：45
책상, 의자, 전화, FAX, 인터넷 회선, 캐비닛, 문서세단기,

비품

프린터(공용), 복사기(공용), 스캐너(공용), PC(공용),
전화 회의 시스템(공용)

면적
신청시 필요서류

개별사무실 약 15 ㎡
안건카드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트로 오사카본부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IBSC)

연락처

TEL:+81-(0)6-4705-8660

FAX:+81-(0)6-4705-8650

E-mail：ibscosaka@jetro.go.jp
URL：https://www.jetro.go.jp/kr/invest/ibsc.html

2

O-BIC, August 2020

2) 인큐베이션 오피스
사이토 바이오 인큐베이터

http://www.bs-capital.co.jp/saito/incu1.html (일본어만)
바
이
오

사이토 바이오힐즈센터

http://www.bs-capital.co.jp/saito/hills1.html (일본어만)
사이토 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

http://www.bs-capital.co.jp/saito/inno1.html (일본어만)
I

소프트산업 프라자 TEQS

T

http://www.imedio.or.jp/en/ (영어)

디
자
인
환
경

오사카 디자인 진흥 프라자

http://www.osaka-design.co.jp/ (일본어만)
오사카 ATC 그린 에코 프라자

https://www.ecoplaza.gr.jp/
산기연 인큐베이터

https://orist.jp/riyou-annai/izumi/incubator/ (일본어만)
사카이 신사업 창조센터 S-CUBE

https://www.s-cube.biz/ (일본어만)

·

연
구

기
술
개
발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이즈미시
사카이시

테크노시즈 이즈미오

오사카시

http://www.toshigata.ne.jp/tsi/ (일본어만)

다이쇼구

MOBIO 물건만들기 비즈니스센터 오사카 인큐베이트룸

히가시

http://www.m-osaka.com/en/facility/n_4fl.html (영어)

오사카시

오사카시립대학 인큐베이터

오사카시

https://www.osaka-cu.ac.jp/ja/research/ura/incubator (일본어만)
히가시오사카시립 산업기술지원센터 인큐베이션

http://techsupport.jp/ (일본어만)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사카

http://www.smrj.go.jp/incubation/higashi-osaka/
오사카대학 산업과학연구소 기업리서치파크

http://www.sanken.osaka-u.ac.jp/research-park/index.html
창업지원공간 ‘릿시안’

http://www.sansokan.jp/akinai/risshian/ (일본어만)
이즈미시 산업진흥프라자

http://www.monodukuri.izumi.osaka.jp/index.html (일본어만)
전

이케다 피어 마루 센터

반

http://www.city.ikeda.osaka.jp/shisetsu/bunka/1416623006733.html

스미요시구
히가시
오사카시
히가시
오사카시
이바라키시
오사카시 주오구

이즈미시

이케다시

(일본어만)
야오시립 중소기업서포트센터

http://www.city.yao.osaka.jp/0000027412.html (일본어만)
히라카타시립 지역활성화지원센터

http://www.hirakata-kassei.jp/incubateroom/ (일본어만)

야오시
히라카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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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입지촉진보조금
1) 외자계기업 등 진출 촉진 보조금
대상자

본사를 설치하여 오사카 부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등
·보조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①연바닥면적 250 ㎡ 이상의 규모로 건물을 취득하고 또는 임대하여 본사

보조요건

또는 아시아 거점 등을 설치하여 오사카부내에 진출하는 외자계 기업 등
②상용고용자 등 25 명 이상 확보할 것
③본사가 부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후 상용 고용자 등의 수가 25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고용인원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가옥, 설비 등의 5%
상용고용자 등의 수

보조금 상한액

25∼99 명

3,000 만엔

보조율

100∼199 명

6,000 만엔

및

200 명 이상

1 억엔

한도액
【가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1/3
상용고용자 등의 수

조업 등의
의무

보조금 상한액

25∼99 명

2,000 만엔

100∼199 명

4,000 만엔

200 명 이상

6,000 만엔

·보조금 교부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3 년 이내에 보조요건을 달성할 것.
(보조요건을 달성한 것을 ‘조업개시’로 간주합니다.)
·조업개시 후 7 년 이상 조업을 계속할 것.
오사카부 상공노동부 성장산업진흥실 입지·성장지원과

문의

TEL:+81-(0)6-6210-9503

FAX:+81-(0)6-6210-9296

URL: http://www.pref.osaka.lg.jp/ritchi/treatmen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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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내투자촉진보조금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의 신축·증개축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1.산업집적촉진지역(7 페이지 참조)에 있어서의 공장, 연구개발시설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 등을 신증설하고 또한 지역 시정촌의 기업입지를
대상자

촉진하기 위한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자
2.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시설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로봇, 정보가전, 신에너지 등의 분야 중 첨단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신설, 증개축을 하는 자
1. 산업집적촉진지역에 있어서의 공장, 연구개발시설
산업집적촉진지역
2.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시설

대상지역

오사카시, 사카이시，기시와다시, 도요나카시, 이케다시, 스이타시, 다카츠키시,
가이즈카시, 히라카타시, 이바라키시, 야오시, 이즈미사노시, 마쓰바라시,
다이토시, 이즈미시, 미노시, 셋츠시, 다카이시시, 히가시오사카시,
오사카사야마시, 한난시, 시마모토초 각 시정의 전역

【투자에 대한 보조】
중소기업(※1)이고 투자액(※2) 1 억엔 이상이거나 부내의 사업소에 있어서의
조업개시일의 부내 상용고용자 총수가 교부신청시의 수를 밑돌지 않을 것.
※1 중소기업:제조업인 경우, 종업원 300 명 이하 또는 자본금 3 억엔 이하의 회사

보조요건

또는 개인
※2 투자액:가옥, 기계설비 등에 관한 비용
【법인사업세에 대한 보조】
중소기업이며 신청시에 부내 상용고용 10 명 이상, 부내신규 고용 5 명 이상 확보할
것(단, 보조대상자는 상기의 투자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을 것. 또한, 신청은 조업개시
후로 함)

【투자에 대한 보조】
가옥, 기계설비 등의 5%(부내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가진 기업은
보조율

10%)
【법인사업세에 대한 보조】
조업개시연도의 익년도 및 익익년도의 사업활동에 부과되는 법인사업세
상당액의 50%
【투자에 대한 보조】

한도액

3 천만엔
【법인사업세에 대한 보조】
2 천만엔
오사카 부 상공 노동부 성장 산업 진흥 실 국제 비즈니스 기업 유치과

문의

TEL:+81-(0)6-6210-9406, +81-(0)6-6210-9482 FAX:+81-(0)6-6210-9296
URL: http://www.pref.osaka.lg.jp/ritchi/treatmen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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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세제우대
1) 산업집적촉진세제（부동산취득세의 경감）
대상지역

산업집적촉진지역(차항참조)
각 산업집적 촉진지역의 지정공시일부터 2024 년 3 월 31 일까지의 대상기간
중에 당해 지역 내에서 취득한 공장, 연구소, 창고의 가옥(※1) 또는 그 부지인
토지(※2)

※1 〈대상가옥〉
자기사업(풍속영업 등 및 풍속영업 등에 이용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제외.)용으로 공장, 연구소, 창소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며 주택을 제외함.
1.가옥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에는 대상기간중에 건설이 착수된
경우에 한함.
대상부동산

2.건축 이외(매매, 교환, 증여 등)인 경우는 대상기간 중에 취득한 것에
한함.
3.창고는 도시계획법(1968 년 법령 제 100 호) 제 2 장의 규정에 의해
임항지구로서 규정된 지구 또는 항만법(1950 년 법률 제 218 호)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관리자가 정한 지구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
※2 〈대상토지〉
대상기간중에 취득하고 또 그 취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
아래의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1.당해 토지를 부지로 한 대상가옥의 건설(신축 또는 증축에 한함)이
착수된 경우
2.대상가옥을 취득(건축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중소기업자(※3)로 자기사업(※4)용으로 하기 위해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분
중 대상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시정촌이 실시하는 우대조치를 받은 분

대상자

※3 중소기업자: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1 억엔 이하인 회사 및 개인
※4 사업은 풍속영업 등 및 풍속영업 등에 제공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제외.

경감액

대상부동산의 취득에 관련한 부동산 취득세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2 억엔)
오사카 부 상공 노동부 성장 산업 진흥 실 국제 비즈니스 기업 유치과

문의

TEL:+81-(0)6-6210-9406, +81-(0)6-6210-9482 FAX:+81-(0)6-6210-9296
URL: http://www.pref.osaka.lg.jp/ritchi/treatment/zei.html

6

O-BIC, August 2020

산업집적촉진지역
시정촌

지 역 명 칭

사카이시

*[

]은 지정공시일

[2007 년 10 월 2 일, 2012 년 6 월 22 일, 2013 년 5 월 9 일, 2018 년 7 월 25 일]
사카이시 임해부 공업전용지역 등 지구, 사카이시 야마토가와 남만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오리오노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다이센니시초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이시즈키타초 공업지역지구,사카이지 중구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케나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동구·북구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서구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오오토리미나미초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서구 남부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미하라구 공업지역지구, 사카이시 미하라구 목재단지 공업전용지역지구,
사카이시 미하라구 오와이·보다이공업지역지구

기시와다시

[2009 년 4 월 1 일, 2013 년 4 월 12 일, 2013 년 8 월 16 일, 2015 년 3 월 6 일,

2015 년 10 월 30 일, 2018 년 7 월 25 일, 2019 년 5 월 16 일]
기시와다시 이소가미공업지역지구, 기시와다시 목재콤비나트지구, 기시와다시
철공단지지구, 기시와다시 기시와다어항지구, 기시와다시 지조하마공업전용지역지구
기시와다시 기시노우라초 지키리아일랜드지구, 기시와다시 기시노우라초
지키리아일랜드 보관시설 용지지구, 기시와다시 기시와다언덕지구, 기시와다시
기시노우라초 지키리아일랜드 제 2 기 제조업 용지지구
도요나카시

[2008 년 8 월 1 일]

도요나카시 호난초 공업지역지구, 도요나카시 쇼나이 미나미공업지역지구,
도요나카시 시마에·쇼나이타카라마치 공업지역지구, 도요나카시 후타바·오시마초
공업지역지구, 도요나카시 간자키가와 미나미공업지역지구
스이타시

[2013 년 9 월 19 일]
스이타시 요시노초 공업지역지구, 스이타시 에노키초 공업지역지구, 스이타시
미나미스이타 공업지역지구, 스이타시 니시오타비초 및 히가시오타비초
공업지역지구

이즈미오츠시

[2014 년 5 월 9 일]

사카이 센보쿠항 스케마츠 부두 종합물류정보센터 등 지구, 이즈미오츠 구 항구
지구, 사카이 센보쿠항 시오미 해안 지구
다카츠키시

[2009 년 4 월 1 일]

다카츠키시 미야타초 1 초메 공업지역지구, 다카츠키시 사이와이초·아사히마치
공업지역지구, 다카츠키시 사쿠라마치·아케타초 공업지역지구, 다카츠키시
미나미쇼도코로초·시모타나베초 공업지역지구
가이즈카시

[2013 년 4 월 24 일]

가이즈카시 니시키 미나미마치지구, 가이즈카시 신가이즈카 부두지구
히라카타시

[2008 년 1 월 7 일, 2008 년 5 월 1 일, 2016 년 9 월 14 일, 2020 년 3 월 26 일]

히라카타시 히라카타기업단지지구, 히라카타시 오사카 신사복단지지구, 히라카타시
중부공업지역지구, 히라카타시 도야마히가시 공업지역지구, 히라카타시 중남부
공업전용지역지구, 히라카타시 중남부공업지역지구, 히라카타시
데구치·나카부리업지역지구, 히라카타시 츠다 사이언스 힐즈지구, 히라 카타시
茄子作南 · 茄子作 타카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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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시

[2007 년 10 월 2 일]
야오시 류게지구 주변공업전용 등 지역, 야오시 류게지구 주변공업지역, 야오시
야오공항 주변공업지역, 야오시 가미오초지구 주변공업지역, 야오시 시부카와초
2 초메 공업지역, 야오시 후타마타 공업지역, 야오시 아이오이·덴노지야
주변공업지역

가와치나가노시

[2017 년 7 월 25 일]

가와치나가노공업단지지구, 가와치나가노시 기도니시마치 공업지역지구,
가와치나가노시 구스노키초 히가시공업지역지구, 가와치나가노시
기쿠스이초·무카이노초 공업지역지구
다카이시시

[2007 년 10 월 2 일, 2009 년 7 월 1 일]

다카이시시 임해부 공업전용지역 등 지구
다이토시

[2010 년 4 월 1 일]
다이토시 서부공업지역지구

이즈미시

[2013 년 9 월 30 일]
테크노스테이지 이즈미 공업지역지구, 트리베일 이즈미 서부 블록 지구

히가시오사카시

[2007 년 11 월 22 일, 2016 년 10 월 14 일]

히가시오사카시 신마치·다카라마치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가노 공업전용
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미즈하이·가와다공업 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가노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이와타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니시이와타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이나다신마치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다카이다 공업지역지구, 히가시오사카시 가시타니시 공업지역지구
센난시

[2013 년 4 월 12 일, 2017 년 9 월 29 일]
센난시 린쿠 타운 남쪽 지역

한난시

[2013 년 4 월 19 일]
한난시 모모노키다이 한난 스카이타운지구

다지리초

[2013 년 11 월 21 일]
다지리초 린쿠타운 나카·기타지구

미사키초

[2013 년 4 월 12 일]
미사키초 다나가와 임해지구, 미사키초 다나가와지구 다목적공원사업활동존지구

※시정촌의 우대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집적촉진지역의 소재 시(市)나 초(町)로 문의하십시오.
※모든 제도는 예고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지를 검토하시는 기업은 사전에 오사카부
상공노동부 성장산업진흥실 입지·성장지원과 (TEL:+81-(0)6-6210-9406, +81-(0)6－6210－9482) 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2020 년 4 월 1 일 시점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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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특구세제 (법인부민세, 법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의 경감조치)
유메시마, 사키시마지구 및 한신항지구, 오사카역주변지구,
대상지역

기타오사카지구 (사이토 서부지구 등), 간사이국제공항지구, 기타(北)오사카
건강의료도시(健都) 구역, (가칭) 미래의료국제거점구역

대상세목

법인부민세, 법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

대상사업

신에너지, 라이프 사이언스 등의 사업 (상세한 것은 문의하십시오.)
・사업계획인정 후 3 년 이내에 성장산업 관련사업을 개시하고 있을 것

공통요건

・세의 체납 등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이외에 세목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상용고용자 수의 증가 등)
법인부민세, 법인사업세: 부(府)외로부터 특구에 새로이 진출할 경우 ５년간
제로＋５년간 1/2 (최대인 경우)
※부내에서 이전한 경우 종업원 수의 증가 비율에 맞춰 경감합니다.

경감내용

부동산취득세: 사업계획신청 후에 취득하고, 사업계획인정 후 3 년 이내에 공용
개시한 성장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최대 제로가 됩니다.
(단, 공용 개시 후 1 년간 성장산업 사업에 공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인정방법
•기간

방 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지사가
인정합니다.
기 간:2016 년 4 월 1 일~2021 년 3 월 31 일
오사카부 상공노동부 성장산업진흥실

문의

국제비즈니스·기업유치과

TEL:+81-(0)6-6210-9406, +81-(0)6-6210-9482 FAX: +81-(0)6-6210-9296
URL: http://www.pref.osaka.lg.jp/ritchi/tokku/gai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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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구세제 (법인시민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의 경감조치)
대상지역

유메시마, 사키시마지구 및 한신항지구, 오카역주변지구

대상세목

법인시민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신에너지, 라이프 사이언스 등의 사업 (상세한 것은 문의하십시오.)
1. 사업 이미지《신에너지 관계》
전기자동차, 태양광·풍력 등의 신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선진적인 리튬이온
축전지,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기기 등

대상사업

2. 사업 이미지《라이프 사이언스 관계》
의약품·의료기기, 고도재생의료, 의료·개호관계 로봇, 의료관련정보 시스템,
임상시험·임상연구, 고도의료시설·설비
3. 사업 이미지《상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
국제화물(선박·항공), MICE
・사업계획인정 후 3 년 이내에 특구관련사업을 개시하고 있을 것
・간사이국제전략종합특구의 지역협의회에 참획하고 있을 것

공통요건

(사업계획인정시의 요건은 아닙니다)
・세의 체납 등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이외에 세목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상용고용자 수의 증가 등)
특구에 새로이 진출할 경우 ５년간 제로＋５년간 1/2 (최대인 경우)
※법인시민세, 사업소세는 시내에서 이전한 경우 종업원 수 등의 증가 비율에

경감내용

맞춰 경감합니다.
※고정자산세·도시설계세는 사업계획인정후 3 년 이내에 취득하여 공용을
개시한 특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경감합니다.

인정방법
•기간

방 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시장이
인정합니다.
기 간:2022 년 3 월 31 일
오사카시 경제전략국 입지교류 추진부 입지추진담당

문의

TEL：+81-(0)6-6615-3764

FAX：+81-(0)6-6615-7433

URL：http://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194706.html

10

O-BIC, August 2020

４. 생활면의 지원
1) 상담창구
오사카부 외국인정보코너

오사카시 주오구

https://www.ofix.or.jp/life/korean/

TEL：+81-(0)6-6941-2297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국제교류센터
http://www.ih-osaka.or.jp/korean/

오사카시 덴노지구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TEL：+81-(0)6-6773-6533

http://www.ih-osaka.or.jp/korean/information/
http://www.city.osaka.lg.jp/contents/wdu020/enjoy/ko/index.html

2) 거주 지원제도
오사카시에서는 외국계기업 등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사카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외국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하의 거주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 수속시에 제출서류나 보증인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합니다.
지원개요

・'공사', '본인'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계약에 포함시킨 『3 자계약』,
또는 '회사', '공사'간의 『법인계약』에 의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건완화합니다.
・오사카시내에 진출하는 외국계기업, 및 해당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오사카시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계기업 및 해당기업 등에 근무하기

지원대상자

위해서 새롭게 해외에서 부임하는 외국인.
* '외국계기업 등'이란 외국자본이 3 분의 1 이상인 외국계기업 및 외국의
공적기관을, '진출'이란 대상기업 및 기관이 새롭게 그 거점(지점·사무소
등)을 오사카시내에 마련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주택

오사카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신자 가능)
●빈집정보는 http://www.osaka-jk.or.jp/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

신청방법

혹은

오사카시

주택공사에

문의한

뒤,

소정의 신청서를 오사카시 주택공사의 접수창구에 지참. 한편,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것은 오사카시 주택공사로 문의하십시오.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O-BIC)
전화: 06-6944-6298 FAX: 06-6944-6293
E-mail: o-bic@osaka.cci.or.jp

문의

오사카시 주택공사 모집계
우편번호 530-0041 오사카시 키타구 덴진바시 6-4-20 주택정보센터 내
전화: 06-6882-9000 URL: http://www.osaka-jk.or.jp/
오시는 길: 덴진바시스지 6 초메역 (지하철 다니마치선·사카이스지선, 한큐
센리선) 3 호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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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학교
간세가쿠인 오사카 인터내셔널 스쿨

미노시

http://www.senri.ed.jp/en/

TEL：+81-(0)72-727-5050

오사카 YMCA 인터내셔널 스쿨

오사카시 키타구 나카츠

https://oyis.org/

TEL：+81-(0)6-6345-1661

오사카 YMCA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오사카시 니시구

http://www.osk-ymca-intl.ed.jp/ihs/

TEL: +81-(0)6-6441-0848

우메다 인터내셔널 스쿨

오사카시텐노 지구

http://www.umeda-international-school.com/

TEL: +81-(0)6-6775-5598

금강학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http://www.kongogakuen.ed.jp/index.html

TEL: +81-(0)6-4703-1780

백두학원 건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http://keonguk.ac.jp/kr/

TEL: +81-(0)6-6691-1231

오사카 중화학교

오사카시 나니와구

http://www.ocs.ed.jp/

TEL: +81-(0)6-6649-6849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히가시오사카시

http://www.osakakhs.com/okhs/

TEL: +81-(0)72-963-3481

나카오사카 조선초급학교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
北大阪조선 초·중급학교
히가시오사카 조선초급학교
오사카 조선 제 4 초급학교
이쿠노 조선초급학교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TEL: +81-(0)6-6981-8981
히가시오사카시
TEL: +81-(0)72-963-0991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TEL: +81-(0)6-6328-6794
히가시오사카시
TEL: +81-(0)6-6728-4202
오사카시 이쿠노구
TEL:+81-(0)6-6712-8833
오사카시 이쿠노구
TEL:+81-(0)6-6758-0848

미나미오사카 조선초급학교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http://www.minamiosakakorea.com/

TEL:+81-(0)6-6685-6505

조호쿠 조선초급학교

오사카시 아사히구

http://www.jouhoku.net/

TEL:06-6951-3221

오사카 후쿠시마조선초급학교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TEL:+81-(0)6-6473-8487

코리아국제학원

이바라키시

https://kiskorea.ed.jp/kr/

TEL:+81-(0)72-64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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