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入学要項〈留学生＊〉

Tsuji
Cul inary
Inst i tute

専修学校・厚生労働大臣指定

辻調理師専門学校   創立1960年

高度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 3年制 ］

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 2年制 ］  ※文部科学大臣認定 職業実践専門課程

調理師本科 ［ 1年制 ］

Tsuji
Inst i tute of
Pâtisserie

専修学校・厚生労働大臣指定

辻製菓専門学校   創立1984年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 2年制 ］  ※文部科学大臣認定 職業実践専門課程

製菓衛生師本科 ［ 1年制 ］

日本語 한국어 繁體中文 简体中文 English

＊在留資格「留学」で入学する者

※文部科学大臣認定
　職業実践専門課程

企業その他関係機関との連携の下、職業に必要な実践的かつ専門的な能力を育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
文部科学大臣に認定された課程

辻調理師専門学校 〒545-0053　大阪市阿倍野区松崎町3-16-11

辻製菓専門学校 〒545-0053　大阪市阿倍野区松崎町3-9-23

 留学生入学案内係
 日本国内より 0120-24-2418

  日本国外より （+81）6-6629-0208

Mail　ryugakusei@tsuji.ac.jp
Global site　https://www.tsuji.ac.jp/en/
한국어 繁體中文 简体中文English



■ 건학정신과 본교가 요구하는 학생상　	 　18
■ 모집학과ㆍ정원ㆍ학과개요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 츠지제과전문학교 )　	 　19
■ 입학시기ㆍ지원자격ㆍ지원기간ㆍ대상ㆍ접수방법　	 　21
■ 지원서류ㆍ전형방법ㆍ입시일정ㆍ학비납입기일ㆍ합격여부 통지　	 　22
■ 입학절차　입학사퇴　	 　23
■ 학비 ( 납입금액ㆍ납입시기ㆍ납입방법 )　	 　24
■ 학비 이외에 필요한 제반 경비　유학생 장학금　	 　25
■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　더블 라이선스 코스　	 　26
■ 지원　	 　27
■ 츠지조리사전문학교의 학습에 대해서※　	 　14
■ 츠지제과전문학교의 학습에 대해서※　	 　15
■ 검정료 납입방법 ( 일본 국내 거주자만 ) ※　	 　16

　※…일본어만

목차

우리는 본교의 “건학정신”에 공감하고,
［어드미션 폴리시］에 합치하는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1 면면: 끊임없이 힘차게 이어지는 모습　　※2 긍지: 자부, 프라이드　　※3 훈계: 실수가 없도록 미리 주는 주의　　※4 견인: 이끌어 주는 것

※5 솔선: 남보다 먼저 일을 하는 것. 앞장 서서 일을 하는 것　　※6 성취: 소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 일이 원하는 대로 완성되는 것

［1］본교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공감하고, 본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사가 있는 분
［2］스스로 솔선※5해서 학습하고,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분
［3］어려움에 직면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학업을  성취※6하여 음식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 분

건학정신（설명）
“Docendo Discimus”는 ‘우리는 가르침으로써 배운다’를 뜻하는 라틴어 격언.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의 저서 “윤리서간집”에 수록된 친구앞으로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ocendo Discimus”는 츠지조그룹 창설자인 츠지 시즈오가 츠지조리사학교（현재의 츠지조리사전문학교의 전신）를 1960년 오사카 
아베노에 개교한 이래, 그 사상과 활동을 체현하는 교육신조로서 현재까지 교직원에게 면면※1 히 계승되고 있는 건학정신입니다.

“Docendo Discimus”의 정신에 대해서 츠지 시즈오는 ‘학교란 교원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기능을 수업에서 학생에게 모두 
전달하여, 교원 스스로가 새로이 계속 배워 나가는 곳.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교직원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요리나 제과에 궁극은 없다.
이것을 일로 삼는 자는 일생이 공부인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Docendo Discimus”는 우리 교직원의 긍지※2와 훈계※3의 말이며, 그 정신을 잇는 졸업생들이 실제로 조리나 제과 일에 취업을 하더라도 
스스로 계속 배워나가 후진 양성과 함께 업계의 발전을 견인※4해 달라는 소망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본교가 요구하는 학생상 （어드미션 폴리시）

건학정신

Docendo  Discimus
우리는 가르침으로써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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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지조리사전문학교
학과 수업연한 학과개요 수업시간 · 휴일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모집정원 40 명】

3 년
2020 년 4 월 상순 ~
2023 년 3 월 상순

3 년제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의 목표는 요리
가 지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사회 및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요리인 육성입니다 . 요리를 만들어 자
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협동 등
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 따라서 고도의 조리기술
과 같은 ‘만드는 능력’은 물론 , 사람과 사회와 음식의 
관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테마를 요리로 표현하기 위한 

‘생각하는 힘’의 양성을 철저히 중시한 커리큘럼을 구
축했습니다 . 높은 뜻을 가진 학생을 위한 새로운 학과
입니다 .

【수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HR 9:00~　
수업 9:10~16:20

【휴일】
토 · 일 · 공휴일 ,
및 여름 · 겨울 · 봄 휴가　
( 토요일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모집정원 400 명】

2 년
2020 년 4 월 상순 ~
2022 년 3 월 상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의 목표는 2 년 동안 전문성
을 기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
다 . 1 학년은 모든 장르의 기초 기술을 트레이닝합니
다 . 2 학년부터 장차 진출하고 싶은 요리 장르를 전공
하며 기술 반복과 응용을 조합하여 전문성을 심화해 
나갑니다 . 조리기술 외에 매니지먼트 및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양성하는 커리큘럼도 충실히 마련되어 있습
니다 . 요리를 종합적으로 배우면서 요리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웁니다 .
※  2 학년부터 실시하는 전공 클래스는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제 1 학년의 성적ㆍ출석상황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조리사본과
【모집정원 400 명】

1 년
2020 년 4 월 상순 ~
2021 년 3 월 상순

조리사본과의 최대 특징은 1 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
에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중국 , 제과까지의 기초
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 이곳에서 습득한 기
술과 지식 , 스스로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는 장래의 
발판이 되어 요리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보물이 됩
니다 . 다채로운 시점을 가지고 요리업계에서 지속적
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인재를 목표로 합니
다 .

----------------------------------------------------------
●조리 클래스

프랑스ㆍ이탈리아ㆍ일본ㆍ중국의 각 요리부터 제과
까지 , 폭넓은 장르의 요리를 배우면서 각각의 기본 
기술을 습득합니다 . 조리사로서의 기초를 기릅니다 .

●조리 클래스ㆍ프랑스학교 유학 코스
1 년 동안 , 조리사본과에서 조리의 기본을 습득한 
후에 츠지조그룹 프랑스학교에서 유학합니다 . 입학 
시에 해당 코스를 선택하면 재학 중에 특별 서포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조리 클래스ㆍ더블 라이선스 코스
2 년 동안 조리와 제과 , 두 가지 스킬을 습득하는 더
블 라이선스 코스는 1 년 동안 조리기술을 습득한 후
에 츠지제과전문학교 [ 제과위생사본과 ] 로 진학하
여 제과기술을 배웁니다 .

●커리어 클래스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 . 수업 내용은 조리 
클래스와 같습니다 .

모집학과ㆍ정원ㆍ학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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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지제과전문학교
학과 수업연한 학과개요 수업시간 · 휴일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모집정원 360 명】

2 년
2020 년 4 월 상순 ~
2022 년 3 월 상순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의 목표는 2 년간의 학습을 
통해 테크닉 정밀도를 향상하고 풍부한 지식과 장인의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 제 1 학년은 베이식한 기초
기술을 트레이닝합니다 . 제 2 학년은 전공 장르를 정
하고 기초기술을 반복하며 기술력을 연마합니다 . 풍
부한 실습에 더해 이론 , 교양 수업을 연계하여 ‘왜 이
렇게 하는가’ 등 이유를 생각하고 이해하여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기릅니다 .
※  2 학년부터 실시하는 전공 클래스는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제 1 학년의 성적ㆍ출석상황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수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HR 9:00~　
수업 9:10~16:20

【휴일】
토 · 일 · 공휴일 ,
및 여름 · 겨울 · 봄 휴가　
( 토요일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과위생사본과
【모집정원 144 명】

1 년
2020 년 4 월 상순 ~
2021 년 3 월 상순

제과위생사본과는 파티셰 및 블랑제 , 화과자 장인을 
목표로 하는 ‘최단 코스’입니다 . 1 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양과자 , 화과자 , 제빵 등 폭넓은 과자 세계
를 접하며 맛에 대해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기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합니다 . 기구를 다루는 법부터 크
림 바르는 법 , 짜는 법 등의 기초기술은 물론 , 업무에 
대한 각오와 자세를 추구합니다 . 다채로운 시점을 가
지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기 위한 기초 능력과 
강한 의지를 기릅니다 .

----------------------------------------------------------
●제과 클래스

양과자부터 화과자 , 제빵까지 배우는 다채로운 커
리큘럼을 통해 각각의 기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파티셰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집니다 .

●제과 클래스ㆍ프랑스학교 유학 코스
1 년 동안 , 일본에서 제과기술의 기본을 습득한 후
에 츠지조그룹 프랑스학교에서 유학합니다 . 입학 
시에 해당 코스를 선택하면 재학 중에 특별 서포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제과 클래스ㆍ더블 라이선스 코스
2 년 동안 제과와 조리 , 두 가지 스킬을 습득하는 더
블 라이선스 코스는 1 년 동안 제과기술을 습득한 후
에 츠지조리사전문학교 [ 조리사본과 ] 로 진학하여 
조리기술을 배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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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시기　2020년 4월

■ 지원자격　　A와 B를 충족하는 자(단, B는 1~5중 어느 하나)

지원자격

A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원칙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12년차 과정을 수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일본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B

1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인정 코스에 한함)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일본어 교육기관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유학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근거한 일본어 교육기관 등을 정한 건’

에 고시된 일본어 교육기관 등입니다.

2

일본어능력시험(JLPT)에서 N1 또는 N2에 합격한 자.
 일본어능력시험이란
  일본 국내에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 지원협회(JEES)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현지 기관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일본유학시험(EJU)의 일본어 과목에서 200점 이상 취득한 자.
 일본유학시험이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에서 400점 이상 취득한 자.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5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유치원 제외) 일본의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

(단기대학·대학의 1년 이상의 별과일본어 과정을 포함합니다)

■ 지원기간ㆍ대상ㆍ접수방법

지원기간 대상 접수방법

제1차 모집 9월 1일(일)~9월 9일(월) 필착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유학생이 대
상(일본 국내 거주자/일본 국외 거주자)

기간 내에는 원서 
접수

제2차 모집 10월 7일(월)~10월 11일(금) 필착

제3차 모집

10월 15일(화)~12월 13일(금) 필착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일본 국외 거주자 
및 특정활동 [워킹 홀리데이]로 재류하는 
자가 대상 기간 중이라도 정원

이 차면 원서 접수
를 종료

10월 15일(화)~2월 21일(금) 필착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일본 국내 거주자
가 대상(단, 특정활동 [워킹 홀리데이]로 
재류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각 모집 마지막 날에는 17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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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ㆍ지원자격ㆍ지원기간ㆍ대상ㆍ접수방법



■ 지원서류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비고

1 입학원서
P.27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검정색 잉크 또는 볼펜으로 작성할 것. 지워지는 볼펜 불가

2 작문

3 검정료 납입증명서 P16~17 참조(일본어만)　※일본 국외 거주자이신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4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졸업증서(복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모국어로 작성된 것) 
※ 영어 이외로 기재되어 있는 졸업증명서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또는 1981년 문부성 고시 제153호
에 해당하는 것)

5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오른쪽에 기재된 서류 중 소지하고 있는 것 전부)

※일본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
었던 분은 반드시 ‘a’를 제출해 주십시오.

a.일본어 교육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1)과 (2) 
(1) 성적·출석 증명서 
(2) 졸업(예정) 증명서

ｂ.일본어능력시험(JLPT)의 일본어능력 인정서
(N1또는 N2<구 1급 및 구 2급>) 또는 합격 여부 결과통지서
※ 시기에 따라 일본어능력시험 성적통지서(득점이 표시된 것)를 일본어능력 인증서보다 먼
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ｃ.일본유학시험(EJU)의 성적통지서
(일본어 과목의 독해, 청해, 청독해의 합계가 200점 이상)

d.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의 성적 증명서(400점 이상)

e.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유치원 제외) 일본의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증명.

6 유학생 신상서 본지 부록(작성 예시 P.29 참조)

7 수험표 엽서 본지 부록(작성 예시 P.29 참조)

■ 전형방법ㆍ입시일정ㆍ학비납입기일

지원기간 입시일정 학비납입기일

제1차 모집
[9/1〜9/9]

① 9월 23일(월ㆍ공휴일)  
일본 국내 거주자 대상

② 9월 28일(토) 
일본 국외 거주자 대상

③ 9월 29일(일) 
일본 국내 거주자 대상

왼쪽 ①②③의 일정 중 하
루를 본교가 지정합니다.

10월 31일(목)-엄수

제2차 모집
[10/7〜10/11]

10월 27일(일) 11월 20일(수)-엄수

제3차 모집
[10/15~각 지정일]

11월 이후 매월 실시
지원서류 수리 후에 시험
일을 알려 드립니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
엄수

참고 : 지원은 1년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수험표 엽서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제1차 모집에 대해서는 9월 중순경에 발송합니다.

●시험일정에 대해서는 지원서류에 미비점ㆍ부족함이 있는 경우, 지정일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을 위한 일본 입국 비자(사증)가 필요한 경우는 각자 준비하여 취득해 주십시오.

●학비납입기일이란 지원기간별로 정해진 학비를 납입하는 기일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P.24 참조)

■ 합격여부 통지
전형 후 2주일 이내에 합격 여부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원서류에 부족함ㆍ미비점이 있는 경우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합격여부 통지필기・면접시험（오사카）서류전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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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ㆍ전형방법ㆍ입시일정ㆍ학비납입기일ㆍ합격여부 통지



■ 입학절차

1 ‘학생증 기재사항 확인표’의 제출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 합격통지서에 동봉합니다.
●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한 후 반송해 주십시오.

2 학비 납입 지원기간별로 정해진 납입기일 내에 희망하는 납입방법(횟수)에 따라 학
비를 납입해 주십시오(P.22 전형방법ㆍ입시일정ㆍ학비납입기일 참조)

3 재류기간 갱신 또는 변경, 
재류자격 인정

학비를 납입하신 분에게는 입학허가서를 발행합니다.
＊일본 국내 거주자＊
●본교 입학 전에 재류자격의 기한이 만료될 경우

본인(또는 일본어학교)이 재류자격 ‘유학’의 갱신 또는 변경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소속기관 등 작성용’은 본교에서 작성해서 1월 중순경에 우송합니다.
또한, 신청에는 일본어학교의 최신 증명서(성적·출석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본교 입학 전에 재류자격 ‘유학’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입학 후 갱신 시기에 맞춰 학교 측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 국외 거주자＊
본교가 대리로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합니다(12월 신청 예정).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입학허가서와 함께 우송하므로, 모국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와 여권을 지참하여 유학 비자를 신청해 주십시오.

4 입학 전 학습프로그램 안내 입학 전에 기본적인 학습에 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입학하기까지의 안내
입학식과 백색가운·교과서·식칼 교재 세트 등의 구입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우
송해 드립니다.(2월 상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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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절차

입학사퇴

■ 학비·제반 경비 (2019년도 예) 프랑스학교 입학금(150,000엔)과 교육충실금(150,000엔)이 면제됩니다.

금액학년학과

내역

금액학년학과 내역

내역

290,000엔 정도

18,000 엔 정도

32,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컴퓨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입학 전 학습을 위한 과제 도서(참고서 용도로 입학 전에 개인 구입)

173,000 엔 정도조리사본과 교과서·교재인쇄비·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가이던스 숙박 연수비·
교외학습비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295,000 엔 정도

27,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태블릿 단말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교과서·조리 신발·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교과서·조리 신발·교외학습비·학생공제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2019년도 예)

■ 츠지제과전문학교 (2019년도 예)

86,600엔 정도

22,000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86,600엔 정도제과위생사본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교과서·학생공제·제과위생사 면허 응시 비용

지원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 수속방법

① 츠지조그룹 입학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06-6629-6621
② 본교에서 ‘입학사퇴 신고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③ ②에 필요사항을 기입·날인 후 합격통지서와 함께 기일 내에 아래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처】  (〒)545-0053　大阪市阿倍野区松崎町3-16-11　辻調グループ 入学事務室宛
【최종 제출기일】　2020년 3월 16일(월)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학비 반환에 대해서

·납입금 중 입학금(25만 엔)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일 내에 소정의 사퇴수속을 완료하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하고 학비 납입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입학 전에 재류자격 ‘유학’ 불허가로 인한 입학사퇴의 경우에 한해 입학금을 포함한 납부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입학검정료는 제외)

■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란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조리사본과 또는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위생사본과를 졸업한 후에 츠지조그룹 

프랑스학교(리옹)에서 유학하는 코스입니다.
● 프랑스학교 입학전형 시험이 면제됩니다.
● 1학년 입학 시부터 1년 동안 유학을 위한 서포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학교에는 봄 코스와 가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본인의 희망을 조사한 후, 경우에 따라 학내시험

및 출석상황ㆍ담임 평가를 참고로 결정합니다.
● 재적 중에 도항수속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항목 금액

수도 광열비, 휴일의 식사 포함

건강진단 비용 포함

○ 유학에는 상기 이외에 ‘해외유학생보험’, ‘왕복항공권’, ‘스타쥬 중의 생활비’ 등이 필요합니다.
　 ※스타쥬란 프랑스학교 수료 후 현지 레스토랑, 파티스리에서의 현장 연수를 말합니다. 스타쥬는 프랑스학교에서의 전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본 코스는 프랑스학교 유학을 전제로 한 코스이지만, 1학년 재적 중의 성적·출석상황·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유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학 코스 이외의 학과에서도 프랑스학교 유학은 가능합니다. 입학 후에 희망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교과서, 백색가운, 식칼 등 교재 신청ㆍ구입에 대해서는 1월 하순~2월 상순경에 안내합니다.
● 【학생공제】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24시간 

보상하고 서포트하는 『학생 24시간 공제』에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가입합니다.
● 구입할 백색가운의 매수·식칼 세트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 신청제로 운영되는 별과 연구 강좌의 수강과 연수여행 참가는 별도로 비용이 듭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에서 사용할 컴퓨터ㆍ태블릿 단말기 기종 등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알려 드립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의 연수 수업에서는 연수처 기업까지의 교통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VISA·체류허가 신청료

스타쥬※ 관리 비용

합계

1,398,000엔

1,140,000엔

510,000엔

60,000엔

150,000엔

3,258,000엔



■ 납입방법 등■ 학비　※학비에는 모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

내역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입학금

내역

입학금

1,916,000엔제1학년

1,650,000엔제2학년

1,524,000엔제3학년

3
년
제

540,000엔

560,000엔

440,000엔

250,000엔

-

-

50,000엔

50,000엔

50,000엔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040,000엔

1,034,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540,000엔

624,000엔

250,000엔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730,000엔250,000엔2,170,000엔
1
년
제

조리사본과 100,000엔 1,090,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 50,000엔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2,170,000엔
1
년
제

제과위생사본과

조
리
사
본
과

제
과
위
생
사
본
과

1,090,000엔 730,000엔100,000엔25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540,000엔

624,000엔

100,000엔250,000엔

● 학비는 금융기관 창구/금융기관 ATM/인터넷 뱅킹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일괄납입ㆍ2회 분납ㆍ4회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입이라도 학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입학금 및 학비 납입 시에는 합격통지서에 동봉한 ‘납입(입금) 의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 거주자만)

●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학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사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츠지제과전문학교

4회 분납 400,000엔400,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800,000엔 --

4회 분납 368,500엔368,500엔

2022년 3월중순 2022년 6월말 2022년 9월말 2022년 12월중순제3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737,000엔 --

제1학년 2020년6월말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2020년9월말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2020년 12월중순

4회분납4회째

---

--

391,500엔391,500엔

783,000엔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4회 분납 456,000엔456,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912,000엔 --

제1학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일괄납입 ---

2회 분납 783,000엔 --

4회 분납 391,500엔391,5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

910,000엔 --

455,000엔

400,000엔

368,500엔

391,500엔

456,000엔

391,500엔

455,000엔455,0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고
도
조
리
기
술 

매
니
지
먼
트
학
과

조
리
기
술 

매
니
지
먼
트
학
과

제
과
기
술 

매
니
지
먼
트
학
과

　450,000엔

　1,650,000엔

　850,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418,500엔

　1,524,000엔

　787,000엔

506,000엔

1,874,000엔

962,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2,170,000엔

1,260,000엔

805,000엔

■ 납입방법 등■ 학비　※학비에는 모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

내역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입학금

내역

입학금

1,916,000엔제1학년

1,650,000엔제2학년

1,524,000엔제3학년

3
년
제

540,000엔

560,000엔

440,000엔

250,000엔

-

-

50,000엔

50,000엔

50,000엔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040,000엔

1,034,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540,000엔

624,000엔

250,000엔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730,000엔250,000엔2,170,000엔
1
년
제

조리사본과 100,000엔 1,090,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 50,000엔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2,170,000엔
1
년
제

제과위생사본과

조
리
사
본
과

제
과
위
생
사
본
과

1,090,000엔 730,000엔100,000엔25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540,000엔

624,000엔

100,000엔250,000엔

● 학비는 금융기관 창구/금융기관 ATM/인터넷 뱅킹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일괄납입ㆍ2회 분납ㆍ4회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입이라도 학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입학금 및 학비 납입 시에는 합격통지서에 동봉한 ‘납입(입금) 의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 거주자만)

●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학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사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츠지제과전문학교

4회 분납 400,000엔400,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800,000엔 --

4회 분납 368,500엔368,500엔

2022년 3월중순 2022년 6월말 2022년 9월말 2022년 12월중순제3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737,000엔 --

제1학년 2020년6월말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2020년9월말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2020년 12월중순

4회분납4회째

---

--

391,500엔391,500엔

783,000엔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4회 분납 456,000엔456,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912,000엔 --

제1학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일괄납입 ---

2회 분납 783,000엔 --

4회 분납 391,500엔391,5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

910,000엔 --

455,000엔

400,000엔

368,500엔

391,500엔

456,000엔

391,500엔

455,000엔455,0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고
도
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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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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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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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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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
술 

매
니
지
먼
트
학
과

제
과
기
술 

매
니
지
먼
트
학
과

　450,000엔

　1,650,000엔

　850,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418,500엔

　1,524,000엔

　787,000엔

506,000엔

1,874,000엔

962,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2,170,000엔

1,260,000엔

80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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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납입금액・납입시기・납입방법)



■ 납입방법 등■ 학비　※학비에는 모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

내역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입학금

내역

입학금

1,916,000엔제1학년

1,650,000엔제2학년

1,524,000엔제3학년

3
년
제

540,000엔

560,000엔

440,000엔

250,000엔

-

-

50,000엔

50,000엔

50,000엔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040,000엔

1,034,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540,000엔

624,000엔

250,000엔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730,000엔250,000엔2,170,000엔
1
년
제

조리사본과 100,000엔 1,090,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 50,000엔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2,170,000엔
1
년
제

제과위생사본과

조
리
사
본
과

제
과
위
생
사
본
과

1,090,000엔 730,000엔100,000엔25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540,000엔

624,000엔

100,000엔250,000엔

● 학비는 금융기관 창구/금융기관 ATM/인터넷 뱅킹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일괄납입ㆍ2회 분납ㆍ4회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입이라도 학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입학금 및 학비 납입 시에는 합격통지서에 동봉한 ‘납입(입금) 의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 거주자만)

●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학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사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츠지제과전문학교

4회 분납 400,000엔400,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800,000엔 --

4회 분납 368,500엔368,500엔

2022년 3월중순 2022년 6월말 2022년 9월말 2022년 12월중순제3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737,000엔 --

제1학년 2020년6월말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2020년9월말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2020년 12월중순

4회분납4회째

---

--

391,500엔391,500엔

783,000엔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4회 분납 456,000엔456,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912,000엔 --

제1학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일괄납입 ---

2회 분납 783,000엔 --

4회 분납 391,500엔391,5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

910,000엔 --

455,000엔

400,000엔

368,500엔

391,500엔

456,000엔

391,500엔

455,000엔455,0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고
도
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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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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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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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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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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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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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50,000엔

　1,650,000엔

　850,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418,500엔

　1,524,000엔

　787,000엔

506,000엔

1,874,000엔

962,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2,170,000엔

1,260,000엔

805,000엔

■ 납입방법 등■ 학비　※학비에는 모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

내역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입학금

내역

입학금

1,916,000엔제1학년

1,650,000엔제2학년

1,524,000엔제3학년

3
년
제

540,000엔

560,000엔

440,000엔

250,000엔

-

-

50,000엔

50,000엔

50,000엔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040,000엔

1,034,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540,000엔

624,000엔

250,000엔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730,000엔250,000엔2,170,000엔
1
년
제

조리사본과 100,000엔 1,090,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 50,000엔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2,170,000엔
1
년
제

제과위생사본과

조
리
사
본
과

제
과
위
생
사
본
과

1,090,000엔 730,000엔100,000엔25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540,000엔

624,000엔

100,000엔250,000엔

● 학비는 금융기관 창구/금융기관 ATM/인터넷 뱅킹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일괄납입ㆍ2회 분납ㆍ4회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입이라도 학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입학금 및 학비 납입 시에는 합격통지서에 동봉한 ‘납입(입금) 의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 거주자만)

●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학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사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츠지제과전문학교

4회 분납 400,000엔400,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800,000엔 --

4회 분납 368,500엔368,500엔

2022년 3월중순 2022년 6월말 2022년 9월말 2022년 12월중순제3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737,000엔 --

제1학년 2020년6월말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2020년9월말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2020년 12월중순

4회분납4회째

---

--

391,500엔391,500엔

783,000엔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4회 분납 456,000엔456,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912,000엔 --

제1학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일괄납입 ---

2회 분납 783,000엔 --

4회 분납 391,500엔391,5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

910,000엔 --

455,000엔

400,000엔

368,500엔

391,500엔

456,000엔

391,500엔

455,000엔455,0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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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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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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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
리
기
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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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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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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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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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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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학
과

　450,000엔

　1,650,000엔

　850,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418,500엔

　1,524,000엔

　787,000엔

506,000엔

1,874,000엔

962,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2,170,000엔

1,260,000엔

805,000엔

■ 납입방법 등■ 학비　※학비에는 모든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금액

내역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수업료 실습비교육충실비

입학금

내역

입학금

1,916,000엔제1학년

1,650,000엔제2학년

1,524,000엔제3학년

3
년
제

540,000엔

560,000엔

440,000엔

250,000엔

-

-

50,000엔

50,000엔

50,000엔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040,000엔

1,034,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540,000엔

624,000엔

250,000엔

-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10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730,000엔250,000엔2,170,000엔
1
년
제

조리사본과 100,000엔 1,090,000엔

1,916,000엔제1학년

1,874,000엔제2학년

2
년
제 - 50,000엔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2,170,000엔
1
년
제

제과위생사본과

조
리
사
본
과

제
과
위
생
사
본
과

1,090,000엔 730,000엔100,000엔250,000엔

1,026,000엔

1,200,000엔

540,000엔

624,000엔

100,000엔250,000엔

● 학비는 금융기관 창구/금융기관 ATM/인터넷 뱅킹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일괄납입ㆍ2회 분납ㆍ4회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입이라도 학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입학금 및 학비 납입 시에는 합격통지서에 동봉한 ‘납입(입금) 의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 거주자만)

● 기일이 지났는데도 입학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입학사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P.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츠지제과전문학교

4회 분납 400,000엔400,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800,000엔 --

4회 분납 368,500엔368,500엔

2022년 3월중순 2022년 6월말 2022년 9월말 2022년 12월중순제3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737,000엔 --

제1학년 2020년6월말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2020년9월말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2020년 12월중순

4회분납4회째

---

--

391,500엔391,500엔

783,000엔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4회 분납 456,000엔456,000엔

2021년 3월중순 2021년 6월말 2021년 9월말 2021년 12월중순제2학년
일괄납입 ---

2회 분납 912,000엔 --

제1학년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일괄납입 ---

2회 분납 783,000엔 --

4회 분납 391,500엔391,5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중순

---

910,000엔 --

455,000엔

400,000엔

368,500엔

391,500엔

456,000엔

391,500엔

455,000엔455,000엔

합격시（첫회） 4회분납 2회째
4회분납 3회째
2회분납 2회째 4회분납4회째

4회 분납

일괄납입

2회 분납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원칙상 2주일 이내

고
도
조
리
기
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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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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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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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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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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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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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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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50,000엔

　1,650,000엔

　850,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418,500엔

　1,524,000엔

　787,000엔

506,000엔

1,874,000엔

962,000엔

　1,916,000엔

　1,133,000엔

　741,500엔

2,170,000엔

1,260,000엔

805,000엔

25

■ 학비·제반 경비 (2019년도 예) 프랑스학교 입학금(150,000엔)과 교육충실금(150,000엔)이 면제됩니다.

금액학년학과

내역

금액학년학과 내역

내역

290,000엔 정도

18,000 엔 정도

32,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컴퓨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입학 전 학습을 위한 과제 도서(참고서 용도로 입학 전에 개인 구입)

173,000 엔 정도조리사본과 교과서·교재인쇄비·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가이던스 숙박 연수비·
교외학습비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295,000 엔 정도

27,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태블릿 단말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교과서·조리 신발·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교과서·조리 신발·교외학습비·학생공제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2019년도 예)

■ 츠지제과전문학교 (2019년도 예)

86,600엔 정도

22,000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86,600엔 정도제과위생사본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교과서·학생공제·제과위생사 면허 응시 비용

지원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 수속방법

① 츠지조그룹 입학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06-6629-6621
② 본교에서 ‘입학사퇴 신고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③ ②에 필요사항을 기입·날인 후 합격통지서와 함께 기일 내에 아래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처】  (〒)545-0053　大阪市阿倍野区松崎町3-16-11　辻調グループ 入学事務室宛
【최종 제출기일】　2020년 3월 16일(월)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학비 반환에 대해서

·납입금 중 입학금(25만 엔)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일 내에 소정의 사퇴수속을 완료하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하고 학비 납입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입학 전에 재류자격 ‘유학’ 불허가로 인한 입학사퇴의 경우에 한해 입학금을 포함한 납부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입학검정료는 제외)

■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란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조리사본과 또는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위생사본과를 졸업한 후에 츠지조그룹 

프랑스학교(리옹)에서 유학하는 코스입니다.
● 프랑스학교 입학전형 시험이 면제됩니다.
● 1학년 입학 시부터 1년 동안 유학을 위한 서포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학교에는 봄 코스와 가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본인의 희망을 조사한 후, 경우에 따라 학내시험

및 출석상황ㆍ담임 평가를 참고로 결정합니다.
● 재적 중에 도항수속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항목 금액

수도 광열비, 휴일의 식사 포함

건강진단 비용 포함

○ 유학에는 상기 이외에 ‘해외유학생보험’, ‘왕복항공권’, ‘스타쥬 중의 생활비’ 등이 필요합니다.
　 ※스타쥬란 프랑스학교 수료 후 현지 레스토랑, 파티스리에서의 현장 연수를 말합니다. 스타쥬는 프랑스학교에서의 전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본 코스는 프랑스학교 유학을 전제로 한 코스이지만, 1학년 재적 중의 성적·출석상황·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유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학 코스 이외의 학과에서도 프랑스학교 유학은 가능합니다. 입학 후에 희망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교과서, 백색가운, 식칼 등 교재 신청ㆍ구입에 대해서는 1월 하순~2월 상순경에 안내합니다.
● 【학생공제】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24시간 

보상하고 서포트하는 『학생 24시간 공제』에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가입합니다.
● 구입할 백색가운의 매수·식칼 세트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 신청제로 운영되는 별과 연구 강좌의 수강과 연수여행 참가는 별도로 비용이 듭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에서 사용할 컴퓨터ㆍ태블릿 단말기 기종 등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알려 드립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의 연수 수업에서는 연수처 기업까지의 교통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VISA·체류허가 신청료

스타쥬※ 관리 비용

합계

1,398,000엔

1,140,000엔

510,000엔

60,000엔

150,000엔

3,258,000엔

학비 이외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유학생 장학금제도
츠지조리사전문학교와 츠지제과전문학교에 2020년 4월에 입학하여, 본 제도를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대상 인원수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약간 명, 츠지제과전문학교 약간 명

장학금액 : 연간 150,000엔이 지급됩니다(상환 불필요).

※신청·전형·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입학 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 사비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대상 인원수 : 약간 명(일본학생지원기구가 정하고 본교에 연락합니다)

장학금액 : 매달 48,000엔(2018년도 예)이 지급됩니다(상환 불필요).

전형방법 : 입학 후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비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선발시험을 실시합니다.

유학생 장학금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
(1년+유학)

■ 학비·제반 경비 (2019년도 예) 프랑스학교 입학금(150,000엔)과 교육충실금(150,000엔)이 면제됩니다.

금액학년학과

내역

금액학년학과 내역

내역

290,000엔 정도

18,000 엔 정도

32,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컴퓨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입학 전 학습을 위한 과제 도서(참고서 용도로 입학 전에 개인 구입)

173,000 엔 정도조리사본과 교과서·교재인쇄비·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가이던스 숙박 연수비·
교외학습비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295,000 엔 정도

27,000 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식칼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수업용 태블릿 단말기(기종 지정 있음, 개인소유가 됩니다)

교과서·조리 신발·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학생공제·조리사면허 신청 관계비 비용

교과서·조리 신발·교외학습비·학생공제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2019년도 예)

■ 츠지제과전문학교 (2019년도 예)

86,600엔 정도

22,000엔 정도

제1학년

제2학년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86,600엔 정도제과위생사본과 교과서·백색가운 1세트·제과 교재 세트·콤피툼(츠지조그룹 동창회) 회비
학생공제

교과서·학생공제·제과위생사 면허 응시 비용

지원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 수속방법

① 츠지조그룹 입학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06-6629-6621
② 본교에서 ‘입학사퇴 신고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③ ②에 필요사항을 기입·날인 후 합격통지서와 함께 기일 내에 아래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처】  (〒)545-0053　大阪市阿倍野区松崎町3-16-11　辻調グループ 入学事務室宛
【최종 제출기일】　2020년 3월 16일(월)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접수를 종료합니다.

 

● 학비 반환에 대해서

·납입금 중 입학금(25만 엔)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일 내에 소정의 사퇴수속을 완료하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하고 학비 납입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입학 전에 재류자격 ‘유학’ 불허가로 인한 입학사퇴의 경우에 한해 입학금을 포함한 납부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입학검정료는 제외)

■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란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조리사본과 또는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위생사본과를 졸업한 후에 츠지조그룹 

프랑스학교(리옹)에서 유학하는 코스입니다.
● 프랑스학교 입학전형 시험이 면제됩니다.
● 1학년 입학 시부터 1년 동안 유학을 위한 서포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학교에는 봄 코스와 가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본인의 희망을 조사한 후, 경우에 따라 학내시험

및 출석상황ㆍ담임 평가를 참고로 결정합니다.
● 재적 중에 도항수속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항목 금액

수도 광열비, 휴일의 식사 포함

건강진단 비용 포함

○ 유학에는 상기 이외에 ‘해외유학생보험’, ‘왕복항공권’, ‘스타쥬 중의 생활비’ 등이 필요합니다.
　 ※스타쥬란 프랑스학교 수료 후 현지 레스토랑, 파티스리에서의 현장 연수를 말합니다. 스타쥬는 프랑스학교에서의 전형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본 코스는 프랑스학교 유학을 전제로 한 코스이지만, 1학년 재적 중의 성적·출석상황·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유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학 코스 이외의 학과에서도 프랑스학교 유학은 가능합니다. 입학 후에 희망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교과서, 백색가운, 식칼 등 교재 신청ㆍ구입에 대해서는 1월 하순~2월 상순경에 안내합니다.
● 【학생공제】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24시간 

보상하고 서포트하는 『학생 24시간 공제』에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가입합니다.
● 구입할 백색가운의 매수·식칼 세트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 신청제로 운영되는 별과 연구 강좌의 수강과 연수여행 참가는 별도로 비용이 듭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에서 사용할 컴퓨터ㆍ태블릿 단말기 기종 등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알려 드립니다.
○ 고도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3년제), 조리기술 매니지먼트학과(2년제)의 연수 수업에서는 연수처 기업까지의 교통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VISA·체류허가 신청료

스타쥬※ 관리 비용

합계

1,398,000엔

1,140,000엔

510,000엔

60,000엔

150,000엔

3,258,000엔

■ 더블 라이선스 코스란
●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조리사본과를 졸업한 후에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위생사본과로 진학하는 코스입니다.

또는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위생사본과를 졸업한 후에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조리사본과로 진학하는 코스입니다.
● 2년 동안 조리와 제과 두 가지의 기술ㆍ지식을 습득하고 직업 선택지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 연도 진학 시에는 입학금(250,000엔)과 교육충실금(100,000엔)이 면제됩니다.■ 학비ㆍ제반 경비

츠지조리사전문학교
또는

츠지제과전문학교

입학금

교육충실금

수업료

실습비

합계

250,000엔

100,000엔

1,090,000엔

730,000엔

2,170,000엔

1년 차(2020년도)

츠지제과전문학교
또는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입학금

교육충실금

수업료

실습비

합계

1,090,000엔

730,000엔

1,820,000엔

2년 차(2021년도)

○ 진학 학교의 학비 이외의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진학 결정 후에 알려 드립니다.

■ 면허ㆍ자격
2020년 4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2년 3월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입학

졸업 츠지제과전문학교
입학

졸업

제과위생사 수험 자격 취득조리사 면허 취득

제과위생사 수험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입학

졸업츠지제과전문학교
입학

졸업

제과위생사 수험 자격 취득 조리사 면허 취득

재학 중에 수험 서포트 있음

면제

면제

더블 라이선스 코스
(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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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작성 예시
　　＜원서 앞면＞

■ 원서 제출 방법
● 원서 제출 시에는 소정의 봉투(권말 첨부)를 이용해 주십시오.

● 우체국에 지참하십시오(우체통 투입 불가).

● 본교 창구에 지참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입학검정료는 현금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5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휴교일 제외)

● 제출하신 지원서류와 입학검정료는 반납·환불할 수 없습니다.

●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오픈캠퍼스’, ‘진학상담회’ 개최 시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지원서류를 접수합니다.

上記に入学を希望します。

高度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調理師本科

3年

2年

1年
調理クラス　※

キャリアクラス

入学願書
学校長　辻　芳樹　殿

写真貼付欄

〈 注 意 〉

・ 上半身脱帽、4cm x 3cm
・ 3ヵ月以内に撮影のものを
　1枚用意し、この欄に貼付
・ 写真の裏に氏名を
　ご記入ください

　　　　［ 記入日 ］ 西暦　　　　　年　　　月　　　日

フランス校留学コース
ダブルライセンスコース

CK

CM

CO

CR

□
□

H

W

辻製菓専門学校

辻調理師専門学校

□

□

□

□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製菓衛生師本科　※

2年

1年

PM

PO

□

□

※辻調理師専門学校 調理師本科（調理クラス）／辻製菓専門学校 製菓衛生師本科には、
フランス校留学コース と ダブルライセンスコースがあります。
希望する方は、上記学科と右記コース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希望校の学科・クラス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ー

TEL（　　　　 　）　　　　　　 ー

現住所
電話番号

〈 平成19年1月9日大専各連平18第102号社団法人大阪府専修学校各種学校連合会入学志願書に係る基準による 〉

＊ 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ついて…

※印 ……本校記入欄

※ ※ ※

入学願書にご記入いただく個人情報は、本校への入学選抜及び入学後の学籍管理のみに使用し、
他の目的には一切使用いたしません。詳細については、入学要項をご参照ください。

※ボールペンで自筆にてご記入ください。

フリガナ 性別 生年月日

氏　名
年　    月　    日（ 　   才）

西暦

勤務先名勤務期間

　　　　
年　　月 ～　　　　年　　月

職　歴
現在勤めている
勤務先を記入

西暦 西暦

　　　　　ー 願・写・検・作・国卒・翻・日卒・成・出・N1・N2
J・B・条・身・受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年　 月

入学年月～卒業（就業年月）学校名 修業年限

卒業

卒業

卒業

卒業見込
中退

卒業

卒業見込

中退
卒業

卒業見込
中退
卒業

卒業見込
中退

所在地

学　歴
小学校から最終
学校まで記入し
てください。

小 学 校

中 学 校

高等学校

大　　学
短期大学

（　　　　　　　　　　学部）

専門学校

日本語学校

高 等 学 校 卒 業 と同 等 の 学 力 を 認 定 する 試 験  合 格 年月（西 暦  　　　　　年　　　月）

西暦

西暦

西暦

　　　年　 月～　　　年　 月
西暦

西暦

西暦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무배경이며 

선명한 증명사진(세로4cm×가로3cm)을

붙여 주십시오.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초등학교부터의 학력을 모두 기입해 주십

시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학, 단기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었

던 분은 반드시 학부명까지 기입해 주십시

오.

이전에 직업이 있었던 사람은 최근의 근무처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근무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파트타임·아르바이트는 기입 불필요

일본 국외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람은

현 주소를 영어로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학교·학과(클래스)에

□ 하세요.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 더블 라이선스 코스

를 희망하는 분은 이곳에도 □ 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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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작성 예시
　　＜원서 뒷면＞

○ 願書記入上の注意

学歴欄：小学校以降の学歴をすべて記入
職歴欄：現在勤めている勤務先名を記入（複数の職歴がある場合は最近のものを記入）

○ 検定料 （日本国内在住者のみ）

検定料を納入後、以下に該当する納入証明書を
貼り付けてください。
※日本国外在住者はご相談ください。

○ 進学アンケート （全出願者対象）　※ただし、フランス校留学コース出願者は除く

□ 製菓総合クラス （２年間総合的に全ジャンルを学ぶ）

□ パティシエクラス （第2学年は洋菓子を専門的に学ぶ）

□ ブーランジェクラス （第2学年は製パンを専門的に学ぶ）

□ 和菓子クラス （第2学年は和菓子を専門的に学ぶ）

□ 今はわからない

卒業後にフランス校留学を検討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質問

検 定 料 納 入 証 明 書
貼  付  欄

（ 折り曲 げ 可 ）

入学検定料（20,000円）を

納入した証明になります。

必ず貼り付けてください。

※「振替払込請求書兼受領証」はご本人控えのため、
　貼付不要です。

納入証明書

郵便局
窓口

郵便局
ATM

コンビニエンス
ストア

受付支店日付印のある
「郵便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様用）」

「ご利用明細票」（感熱紙）

「領収書」など納入を証明する書類
（コピー可）

○ 進級アンケート （辻製菓専門学校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出願者のみ回答してください）

第2学年はどの専攻クラスを希望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なお、専攻クラスは第1学年の成績・出席状況などを
　　総合的に勘案して決定します。
　　（決定予定時期：第1学年の2月頃）

質問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 はい □ いいえ

P16~17을 확인하시고

납입증명서를 붙여 주십시오.

프랑스학교 유학 코스에 지원하시는 분은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츠지제과전문학교

제과기술 매니지먼트학과에

지원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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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要

受験票

番号

住所

氏名 様

カナ氏名

試験会場

連絡先

持参物

試験日時

（裏面地図参照）

・本受験票
・筆記用具

年　　　  月　　　  日（　  ）

時　　　  分　　　  開始

―日本国外から直接入学試験に来る留学生のみ―
　・入学検定料2万円・パスポート顔写真面のコピー1部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写真付）

表面

※記入例を参照のうえ、郵便番号・住所・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学校記入欄

（+81）-6-6629-0208

■ 유학생 신상서 작성 예시

■ 수험표 엽서 작성 예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국의 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입학 후 학교생활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본인 보증인이 아닌 모국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학비를 가족명의로 해외송금하는 
경우, 학교가 명의조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원한 학과가

1년제인 경우:217만엔

2,3년제인 경우
(제1학년의 학비):191.6만엔을

경비지불자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경비지불자 몫과 본인 몫을 합산해서 등

록금 액수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학비를 경비지불자가 부담할 경우 

경비지불자의 이름 및 근무처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경비지불자가 무직인 

경우는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이 경우 연봉은 

기입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수험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외국 주소인 경우는 영어로 

표기해 주십시오.)

기입상의 주의
＊〈견본〉을 참고하여 ‘유학생 신상서’를 기입해 주십시오.

＊검정색 볼펜(프릭션 지워지는 볼펜 불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입학 후의 생활비를 경비지불자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참고하여 1년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경비지불자의 연봉을 엔화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記入日：　　　　　年　　　月　　　日

留 学 生 身上 書
りゅう がく せい しん じょう しょ

■日本国内に在住している場合はＡ.Ｂ.Ｃ.Eを記入してください。Fill in the following A,B,C and E.     
　日本国外に在住している場合はＡ.Ｄ.Eを記入してください。 Fill in the following A,D and E. 

＜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ついて＞
留学生身上書にご記入いただく個人情報は、
本校への入学資格及び日本在留資格の確認に使用し、
他の目的には一切使用いたしません。

Ａ:旅券番号

Ｂ:在留資格

Passport no.

Type of status

有効期限
Date of expiration

有効期限
Date of expiration

Ｃ:在留カード番号 Residence card number

E:犯罪を理由とする処分を受けたことの有無 Criminal record （in Japan and overseas）　有・Yes / 無・No  

Ｄ:過去の出入国歴（日本国外在住者）  Past entry into / departure from Japan　有・Yes / 無・No 
上記で『有』を選択した場合　（Fill in the followings when the answer is "Yes"）

回数　　　回　time(s) 直近の出入国歴
The latest entry from

年　　月　　日から
Year  Month  Day to

年　　月　　日
Year  Month  Day

■家族 ( 父･母･兄弟 / 保証人 / 経費支弁者 )Family or Guarantor / Supporter

住　所
Address

TEL：

氏　名
Name in English

本人との関係 Relationship
（　　　　　　　　　　　　　　　　）

日本語、又は英語による連絡contact in Japanese or English　　日本語Japanese（可Yes・不No）/英語English（可Yes・不No）

住　所
Address

TEL：

本人との関係 Relationship
（　　　　　　　　　　　　　　　　）氏　名

Name in English
日本語、又は英語による連絡contact in Japanese or English　　日本語Japanese（可Yes・不No）/英語English（可Yes・不No）

姓 (Family Name) 名 (Given Name) 国籍・地域(Nationality / Region)

フリガナ

氏　名

Name in English

母国住所
Permanent

Home address

postal code ：

TEL ： E-MAIL ：

生年月日(Date of birth)<SEX>

年　 　月 　　日  <男･女>

TEL：

学　費
Tuition Fees

生活費
Living Expenses

経費支弁者名
Name of supporter

勤務先名
Place of Employment

■経費支弁方法 Method of support to meet the expenses while in japan    

経費支弁者分
Supporter

経費支弁者分
Supporter

円/年
Yen/per year

円/年
Yen/per year

円/年
Yen/per year

円/年
Yen/per year

円/年
Yen/per year

本人分
Self

本人分
Self

年　収
Annual income

29



（1）調理師専門課程　調理師本科　［調理クラス・キャリアクラス］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
（単位数）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必修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その他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 962（31）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992（33）

（2）調理師専門課程　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１学年 第２学年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他
の
そ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インターンシップ 必修 32（1）
HACCP演習 30（2）
マネジメント論 112（7）
調理技術理論 250（16）

高度調理技術実習 高度調理実習 252（7）
フードサービス実習 サービス 112（3）
調理に関する国際
コミュニケーション 料理のための外国語 56（3）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 962（31）
年間授業時間数合計 1,024（34） 812（38）
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 1,836（72）

（3）調理師専門課程　高度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１学年 第２学年 第3学年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他
の
そ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キャリア形成実習

必修
384（12）

HACCP演習 30（2）
マネジメント論 60（4） 52（3）
調理技術理論 120（8） 130（8）

高度調理技術実習 高度調理実習 148（4） 104（3）
フードサービス実習 サービス 60（2） 52（1）
調理に関する国際
コミュニケーション 料理のための外国語 30（2） 26（1）

飲食キャリア概論Ⅱ 112（6）
総合演習 168（11）
調理研究実習 168（5）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962（31）
年間授業時間数合計 992（33） 832（34） 812（38）
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 2,636（105）

（1）製菓衛生師専門課程　製菓衛生師本科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授業時間数（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規定科目

衛生法規 30（1） 30（1）

公衆衛生学 90（3） 90（3）

食品学 60（2） 60（2）

食品衛生学 150（5） 150（5）

栄養学
必修

60（2） 60（2）

社会 60（2） 60（2）

製菓理論 150（5） 180（6）

製菓実習 420（14） 472（15）

自由選択科目 作品制作展 選択 38（1）

規定科目授業時間数 1,020（34） 1，102（36）

自由選択科目授業時間数 38（1）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1,102（36）

（注）自由選択科目については履修認定を行うが、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には含まない。

（2）製菓衛生師専門課程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授業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1学年 第2学年

規定科目

衛生法規 30（1） 30（1）

公衆衛生学 90（3） 90（3）

食品学 60（2） 60（2）

食品衛生学 150（5） 150（5）

栄養学 60（2） 60（2）

社会 60（2） 60（2）

製菓理論
必修

150（5） 180（6）

製菓実習 420（14） 472（15）

必修科目

製菓衛生師教養演習 60（2）

マネジメント論 92（6）

高度製菓理論 240（8）

高度製菓実習 480（16）

自由選択科目
作品制作展 38（1） 38（1）

選択インターンシップ 64（2）

規定及び必修科目授業時間数 1，020（34） 1，102（36） 872（34）

自由選択科目授業時間数 140（4）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1，974（68）

（注）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は、規定科目と必修科目を合わせた時間数とする。
自由選択科目については履修認定を行うが、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には含まない。

【重要】　本校では「製菓衛生師」資格取得も教育目的の一つであり、学生はそのための学習および取得に
　　　　努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辻調理師専門学校は、調理師の養成を目的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調理、栄養、衛生の知識をしっかりと習得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本校で学ぶにあっては、授業の出席と成績評価も重要となりますので、進級・卒業の認定要件を十分に理解して
学習に取り組んでください。

【進級・卒業認定の要件】　次の１）と２）の要件を満たすこと
　１）各科目において出席率が60％以上で、かつ、試験の成績が100点満点中60点以上であること
　２）進級または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の80％以上に出席すること

辻製菓専門学校は、製菓衛生師の養成を目的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製菓衛生師に必要な知識と技能をしっかりと習得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校で学ぶにあっては、授業の出席と成績評価も重要となりますので、進級・卒業の認定要件を十分
に理解して学習に取り組んでください。

【進級・卒業認定の要件】　次の１）と２）の要件を満たすこと
　１）各科目において出席率が60％以上で、かつ、試験の成績が100点満点中60点以上であること
　２）進級または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の80％以上に出席すること

辻調理師専門学校での学びについて
～入学までに知っておいてほし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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辻製菓専門学校での学びについて
～入学までに知っておいてほしいこと～

（1）調理師専門課程　調理師本科　［調理クラス・キャリアクラス］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
（単位数）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必修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その他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 962（31）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992（33）

（2）調理師専門課程　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１学年 第２学年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他
の
そ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インターンシップ 必修 32（1）
HACCP演習 30（2）
マネジメント論 112（7）
調理技術理論 250（16）

高度調理技術実習 高度調理実習 252（7）
フードサービス実習 サービス 112（3）
調理に関する国際
コミュニケーション 料理のための外国語 56（3）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 962（31）
年間授業時間数合計 1,024（34） 812（38）
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 1,836（72）

（3）調理師専門課程　高度調理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育内容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１学年 第２学年 第3学年

規
定

食生活と健康 食生活と健康 90（3） 90（3）
食品と栄養の特性 食品と栄養 150（5） 150（5）

食品の安全と衛生
食品の安全と衛生 120（4） 120（4）
食品の安全と衛生実習 30（1） 30（1）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調理理論と食文化概論 180（6） 180（6）
調理実習 調理実習 300（9） 300（9）
総合調理実習 総合調理実習 90（3） 92（3）

他
の
そ

飲食キャリア概論 30（2）
キャリア形成実習

必修
384（12）

HACCP演習 30（2）
マネジメント論 60（4） 52（3）
調理技術理論 120（8） 130（8）

高度調理技術実習 高度調理実習 148（4） 104（3）
フードサービス実習 サービス 60（2） 52（1）
調理に関する国際
コミュニケーション 料理のための外国語 30（2） 26（1）

飲食キャリア概論Ⅱ 112（6）
総合演習 168（11）
調理研究実習 168（5）

規定科目授業時間数合計 960（31）962（31）
年間授業時間数合計 992（33） 832（34） 812（38）
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 2,636（105）

（1）製菓衛生師専門課程　製菓衛生師本科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授業時間数（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規定科目

衛生法規 30（1） 30（1）

公衆衛生学 90（3） 90（3）

食品学 60（2） 60（2）

食品衛生学 150（5） 150（5）

栄養学
必修

60（2） 60（2）

社会 60（2） 60（2）

製菓理論 150（5） 180（6）

製菓実習 420（14） 472（15）

自由選択科目 作品制作展 選択 38（1）

規定科目授業時間数 1,020（34） 1，102（36）

自由選択科目授業時間数 38（1）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1,102（36）

（注）自由選択科目については履修認定を行うが、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には含まない。

（2）製菓衛生師専門課程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 

教科科目 必選の別 規定授業時間数
（単位数）

年間授業時間数（単位数）
第1学年 第2学年

規定科目

衛生法規 30（1） 30（1）

公衆衛生学 90（3） 90（3）

食品学 60（2） 60（2）

食品衛生学 150（5） 150（5）

栄養学 60（2） 60（2）

社会 60（2） 60（2）

製菓理論
必修

150（5） 180（6）

製菓実習 420（14） 472（15）

必修科目

製菓衛生師教養演習 60（2）

マネジメント論 92（6）

高度製菓理論 240（8）

高度製菓実習 480（16）

自由選択科目
作品制作展 38（1） 38（1）

選択インターンシップ 64（2）

規定及び必修科目授業時間数 1，020（34） 1，102（36） 872（34）

自由選択科目授業時間数 140（4）

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 1，974（68）

（注）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は、規定科目と必修科目を合わせた時間数とする。
自由選択科目については履修認定を行うが、卒業に必要な総授業時間数には含まない。

【重要】　本校では「製菓衛生師」資格取得も教育目的の一つであり、学生はそのための学習および取得に
　　　　努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辻調理師専門学校は、調理師の養成を目的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調理、栄養、衛生の知識をしっかりと習得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本校で学ぶにあっては、授業の出席と成績評価も重要となりますので、進級・卒業の認定要件を十分に理解して
学習に取り組んでください。

【進級・卒業認定の要件】　次の１）と２）の要件を満たすこと
　１）各科目において出席率が60％以上で、かつ、試験の成績が100点満点中60点以上であること
　２）進級または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の80％以上に出席すること

辻製菓専門学校は、製菓衛生師の養成を目的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製菓衛生師に必要な知識と技能をしっかりと習得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校で学ぶにあっては、授業の出席と成績評価も重要となりますので、進級・卒業の認定要件を十分
に理解して学習に取り組んでください。

【進級・卒業認定の要件】　次の１）と２）の要件を満たすこと
　１）各科目において出席率が60％以上で、かつ、試験の成績が100点満点中60点以上であること
　２）進級または卒業に必要な授業時間数の80％以上に出席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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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払込取扱票（巻末添付）の太枠内に必要事項を記入し、
　　窓口で納入してください。
　　　※必ず、出願者ご本人の情報をご記入ください。

２　納入後に窓口から受け取る振替払込受付証明書を
　　願書裏面（下記参照）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窓口 （現金） 払込手数料（130円）が必要です　

加
入
者
名
払
込
金
額
ご
依
頼
人
住
所
氏
名

※

（電話番号　 　  － 　 　 　 － 　 　 　 ）

（承認番号大証第849号）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入学願書の
　所定欄に貼
　付のこと。

日 附 印

大阪

出願する学校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辻調理師専門学校
□ 辻製菓専門学校

学校法人辻料理学館
0 0 9 4 0 2 14 0 5 2 5

学校法人辻料理学館

学校法人辻料理学館

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さま用）
（ご依頼人   郵便局・ゆうちょ銀行   ご依頼人）

（入学願書裏面貼付用）

承認番号大第46166号

口座
記号
番号

0 0 9 4 0 2 1 4 0 5 2 5

02 0 0 0

02 0 0 0

41 0 5 2 5

0 0 9 4 0 22 0 0 0 0

○検定料（郵便局）
検定料（20,000円）を現金にて納入する際にご使用ください。

【注意】 電信振替では使用できません。

郵便局窓口で納入した方は、
この部分を願書の裏面に貼付。

ＡＴＭ （現金） 払込手数料（80円）が必要です

加
入
者
名
払
込
金
額
ご
依
頼
人
住
所
氏
名

※

（電話番号　 　  － 　 　 　 － 　 　 　 ）

（承認番号大証第849号）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入学願書の
　所定欄に貼
　付のこと。

日 附 印

大阪

出願する学校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辻調理師専門学校
□ 辻製菓専門学校

学校法人辻料理学館
0 0 9 4 0 2 14 0 5 2 5

学校法人辻料理学館

学校法人辻料理学館

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さま用）
（ご依頼人   郵便局・ゆうちょ銀行   ご依頼人）

（入学願書裏面貼付用）

承認番号大第46166号

口座
記号
番号

0 0 9 4 0 2 1 4 0 5 2 5

02 0 0 0

02 0 0 0

41 0 5 2 5

0 0 9 4 0 22 0 0 0 0

○検定料（郵便局）
検定料（20,000円）を現金にて納入する際にご使用ください。

【注意】 電信振替では使用できません。

郵便局窓口で納入した方は、
この部分を願書の裏面に貼付。

■ Step１～３の手順に従って、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Step3　 レジで渡される「領収証」など納入を証明する書類を願書裏面に貼付

6　左ページ「願書裏面」の位置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 
「振替払込受付証明書」
「ご利用明細票」（感熱紙） の
貼り付け位置

※指定枠におさまらない場合は、
　折り曲げて貼り付けてください

願書裏面

Step2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納入

※ マルチメディア端末の操作方法は、送信される「検定料お支払い手続き案内メール」で確認できます。

４　各店内に設置されているマルチメディア端末※を操作し、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を入力。

【注意】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店頭での払い戻しはできません。本校にご連絡ください　☎06-6629-6621

5　発券される申込券で、レジにて納入してください。

Step1　 スマートフォン か パソコンで基本情報を登録

goo.gl/xP66Bs

画面の案内に従って「志願者氏名」「フリガナ」「住所」「電話番号」「利用す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どを登録。

▶ 登録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申込内容確認と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が送信される。

　

▶ 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はメモするか、受信したメールを保管して指定した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まで
　 お持ちください。

３　申込情報入力 ～ 完了

１　右のQRコードを読み込むか、
　　インターネットで上記のURLに
　　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１　インターネットで上記のURLに
　　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２　規約画面
規約を確認 ▶ メールアドレスを入力 ▶ 表示されるセキュリティコードを入力 ▶ 同意して申込

▶ 登録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インターネット納付用URLが送信される ▶ URLをクリック

スマートフォン パソコン

口座記号番号

加入者名

００９４０－２－１４０５２５

学校法人辻料理学館

ゆうちょ銀行に口座をお持ちの方は、電信振替も可能です。
電信振替では払込取扱票（巻末添付）は使用できません。

メールタイトル『コンビニ支払案内メール』

メールタイトル【辻調グループ】検定料お支払い手続き案内メール

１　払込取扱票（巻末添付）の太枠内に必要事項を
　　記入してください。
　　　※必ず、出願者ご本人の情報をご記入ください。

３　納入後に出力される「ご利用明細票」（感熱紙）を
　　願書裏面（下記参照）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タッチパネル　　　　  ▶　　　　　　　　　　▶払込書でのご送金

▶ 払込書を投入し、案内に従って納入してください。

２　郵便局のATMを操作してください。

ご送金 払込書でのご送金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
24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24

郵便局
〒

郵便局〒

の２つの方法があります

○ 願書記入上の注意

学歴欄：小学校以降の学歴をすべて記入
職歴欄：現在勤めている勤務先名を記入（複数の職歴がある場合は最近のものを記入）

○ 検定料 （日本国内在住者のみ）

検定料を納入後、以下に該当する納入証明書を
貼り付けてください。
※日本国外在住者はご相談ください。

○ 進学アンケート （全出願者対象）　※ただし、フランス校留学コース出願者は除く

□ 製菓総合クラス （２年間総合的に全ジャンルを学ぶ）

□ パティシエクラス （第2学年は洋菓子を専門的に学ぶ）

□ ブーランジェクラス （第2学年は製パンを専門的に学ぶ）

□ 和菓子クラス （第2学年は和菓子を専門的に学ぶ）

□ 今はわからない

卒業後にフランス校留学を検討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質問

検 定 料 納 入 証 明 書
貼  付  欄

（ 折 り 曲 げ 可 ）

入学検定料（20,000円）を

納入した証明になります。

必ず貼り付けてください。

※「振替払込請求書兼受領証」はご本人控えのため、
　貼付不要です。

納入証明書

郵便局
窓口

郵便局
ATM

コンビニエンス
ストア

受付支店日付印のある
「郵便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様用）」

「ご利用明細票」（感熱紙）

「領収書」など納入を証明する書類
（コピー可）

○ 進級アンケート （辻製菓専門学校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出願者のみ回答してください）

第2学年はどの専攻クラスを希望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なお、専攻クラスは第1学年の成績・出席状況などを
　　総合的に勘案して決定します。
　　（決定予定時期：第1学年の2月頃）

質問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 はい □ いいえ

ローソン ／ ファミリーマート ／ ミニストップ ／ セイコーマート

利用でき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  ※下記以外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は利用できません

システム使用料（３００円+消費税）が必要です　

検定料の納入方法 （日本国内在住者のみ）
※日本国外在住者はご相談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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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払込取扱票（巻末添付）の太枠内に必要事項を記入し、
　　窓口で納入してください。
　　　※必ず、出願者ご本人の情報をご記入ください。

２　納入後に窓口から受け取る振替払込受付証明書を
　　願書裏面（下記参照）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窓口 （現金） 払込手数料（130円）が必要です　

加
入
者
名
払
込
金
額
ご
依
頼
人
住
所
氏
名

※

（電話番号　 　  － 　 　 　 － 　 　 　 ）

（承認番号大証第849号）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入学願書の
　所定欄に貼
　付のこと。

日 附 印

大阪

出願する学校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辻調理師専門学校
□ 辻製菓専門学校

学校法人辻料理学館
0 0 9 4 0 2 14 0 5 2 5

学校法人辻料理学館

学校法人辻料理学館

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さま用）
（ご依頼人   郵便局・ゆうちょ銀行   ご依頼人）

（入学願書裏面貼付用）

承認番号大第46166号

口座
記号
番号

0 0 9 4 0 2 1 4 0 5 2 5

02 0 0 0

02 0 0 0

41 0 5 2 5

0 0 9 4 0 22 0 0 0 0

○検定料（郵便局）
検定料（20,000円）を現金にて納入する際にご使用ください。

【注意】 電信振替では使用できません。

郵便局窓口で納入した方は、
この部分を願書の裏面に貼付。

ＡＴＭ （現金） 払込手数料（80円）が必要です

加
入
者
名
払
込
金
額
ご
依
頼
人
住
所
氏
名

※

（電話番号　 　  － 　 　 　 － 　 　 　 ）

（承認番号大証第849号）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入学願書の
　所定欄に貼
　付のこと。

日 附 印

大阪

出願する学校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辻調理師専門学校
□ 辻製菓専門学校

学校法人辻料理学館
0 0 9 4 0 2 14 0 5 2 5

学校法人辻料理学館

学校法人辻料理学館

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さま用）
（ご依頼人   郵便局・ゆうちょ銀行   ご依頼人）

（入学願書裏面貼付用）

承認番号大第46166号

口座
記号
番号

0 0 9 4 0 2 1 4 0 5 2 5

02 0 0 0

02 0 0 0

41 0 5 2 5

0 0 9 4 0 22 0 0 0 0

○検定料（郵便局）
検定料（20,000円）を現金にて納入する際にご使用ください。

【注意】 電信振替では使用できません。

郵便局窓口で納入した方は、
この部分を願書の裏面に貼付。

■ Step１～３の手順に従って、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Step3　 レジで渡される「領収証」など納入を証明する書類を願書裏面に貼付

6　左ページ「願書裏面」の位置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 
「振替払込受付証明書」
「ご利用明細票」（感熱紙） の
貼り付け位置

※指定枠におさまらない場合は、
　折り曲げて貼り付けてください

願書裏面

Step2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納入

※ マルチメディア端末の操作方法は、送信される「検定料お支払い手続き案内メール」で確認できます。

４　各店内に設置されているマルチメディア端末※を操作し、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を入力。

【注意】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店頭での払い戻しはできません。本校にご連絡ください　☎06-6629-6621

5　発券される申込券で、レジにて納入してください。

Step1　 スマートフォン か パソコンで基本情報を登録

goo.gl/xP66Bs

画面の案内に従って「志願者氏名」「フリガナ」「住所」「電話番号」「利用す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どを登録。

▶ 登録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申込内容確認と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が送信される。

　

▶ 支払受付番号（オンライン決済番号）はメモするか、受信したメールを保管して指定した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まで
　 お持ちください。

３　申込情報入力 ～ 完了

１　右のQRコードを読み込むか、
　　インターネットで上記のURLに
　　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１　インターネットで上記のURLに
　　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２　規約画面
規約を確認 ▶ メールアドレスを入力 ▶ 表示されるセキュリティコードを入力 ▶ 同意して申込

▶ 登録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インターネット納付用URLが送信される ▶ URLをクリック

スマートフォン パソコン

口座記号番号

加入者名

００９４０－２－１４０５２５

学校法人辻料理学館

ゆうちょ銀行に口座をお持ちの方は、電信振替も可能です。
電信振替では払込取扱票（巻末添付）は使用できません。

メールタイトル『コンビニ支払案内メール』

メールタイトル【辻調グループ】検定料お支払い手続き案内メール

１　払込取扱票（巻末添付）の太枠内に必要事項を
　　記入してください。
　　　※必ず、出願者ご本人の情報をご記入ください。

３　納入後に出力される「ご利用明細票」（感熱紙）を
　　願書裏面（下記参照）に貼り付けてください。

タッチパネル　　　　  ▶　　　　　　　　　　▶払込書でのご送金

▶ 払込書を投入し、案内に従って納入してください。

２　郵便局のATMを操作してください。

ご送金 払込書でのご送金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
24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24

郵便局
〒

郵便局〒

の２つの方法があります

○ 願書記入上の注意

学歴欄：小学校以降の学歴をすべて記入
職歴欄：現在勤めている勤務先名を記入（複数の職歴がある場合は最近のものを記入）

○ 検定料 （日本国内在住者のみ）

検定料を納入後、以下に該当する納入証明書を
貼り付けてください。
※日本国外在住者はご相談ください。

○ 進学アンケート （全出願者対象）　※ただし、フランス校留学コース出願者は除く

□ 製菓総合クラス （２年間総合的に全ジャンルを学ぶ）

□ パティシエクラス （第2学年は洋菓子を専門的に学ぶ）

□ ブーランジェクラス （第2学年は製パンを専門的に学ぶ）

□ 和菓子クラス （第2学年は和菓子を専門的に学ぶ）

□ 今はわからない

卒業後にフランス校留学を検討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質問

検 定 料 納 入 証 明 書
貼  付  欄

（ 折 り 曲 げ 可 ）

入学検定料（20,000円）を

納入した証明になります。

必ず貼り付けてください。

※「振替払込請求書兼受領証」はご本人控えのため、
　貼付不要です。

納入証明書

郵便局
窓口

郵便局
ATM

コンビニエンス
ストア

受付支店日付印のある
「郵便振替払込受付証明書（お客様用）」

「ご利用明細票」（感熱紙）

「領収書」など納入を証明する書類
（コピー可）

○ 進級アンケート （辻製菓専門学校 製菓技術マネジメント学科出願者のみ回答してください）

第2学年はどの専攻クラスを希望していますか？
　※あくまで現時点の希望調査です。
　　なお、専攻クラスは第1学年の成績・出席状況などを
　　総合的に勘案して決定します。
　　（決定予定時期：第1学年の2月頃）

質問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ものに □ してください

□ はい □ いいえ

ローソン ／ ファミリーマート ／ ミニストップ ／ セイコーマート

利用できる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  ※下記以外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は利用できません

システム使用料（３００円+消費税）が必要です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