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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일본어 강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는 일본어 강좌는 어떤 곳인가요? 

・수강생 레벨에 맞추어 클래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수 인원의 그룹 레슨입니다.  

・외국인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 공부 그리고 상담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오전코스, 보육시설도 있습니다.（1 세 이상）。 안심하고 일본어 공부가 가능합니다. 

・일본어 공부 뿐 아니라 일본문화 체험 및 가와사키시의 명소 견학 등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내 견학, 배 따기, 서예, 수공예 체험 등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는 분은 레벨 체크가 있습니다.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어 강사 볼런티어들은 외국인 대상의 일본어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클래스가 있나요? 

  ・초급 클래스, 중급 클래스, 상급 클래스까지 약 12 클래스가 있습니다. 

 

  【입문～초급클래스】일본어강사 볼런티어가 만든 『일본어 160 시간』（상・하권）（각 1,200 엔） 교재를 사용합니다. 

          일본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상회화나 일본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자도 조금씩 익힐 수 있습니다. 

          입문 클래스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급클래스】시중에 판매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레벨업을 위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실력에 맞추어 가르칩니다. 
  【상급클래스】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프리토킹이나 토론을 합니다. 
   
 

◎오전코스 매주 수요일・금요일 ９：５０～１１：５０  ＊보육 가능합니다.（１세 이상. 무료） 
       １학기：４월１９일（화요일）～７月８日（금요일）      １１，０００엔（총２２회） 
       ２학기：９월２０일（화요일）～１２月６日（화요일）     １１，０００엔（총２２회） 
       ３학기：２０１２년１월１３일（금요일）～３月９日（금요일） ８，５００엔（총１７회） 
            

◎야간코스 매주 수요일 １８：３０～２０：３０   ＊보육은 없습니다. 
       １학기：４월２０일～７월１３일      ６，０００엔（총１２회） 

２학기：９월７일～１２월２１일      ７，５００엔（총１５회） 
３학기：２０１２년１월１１일～３월７일  ４，５００엔（총９회）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재비가 필요합니다.  
・주의：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신청】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TEL.044-435-7000 FAX.044-435-7010 E-mail.kiankawasaki@kian.or.jp 

【장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도큐토요코선/메구로선「모토스미요시」역에서 도보10분） 

あいうえお 

かきくけこ 

さしすせそ 



가와사키시내의 올해 전반의 주요 이벤트 일정 （일정은 예정입니다. 상세는 직접 문의 바랍니다.） 

 월   일 이    벤    트 

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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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가나마라 축제： 와가미야하치만구우 若宮
わかみや

八幡宮
はちまんぐう

（케이큐다이시선 가와사키역 도보 3 분） 

・가와사키 아시안스 페스타： JR 가와사키역 주변 

５월 

 

중 순 

하 순 

・이쿠타녹지 장미정원 공개：(오다큐선 무코우가오카유엔역 남쪽출구 도보 12 분) 

・나카하라 가도 전통축제：토도로키 녹지주변 （ＪＲ난부선・도큐토요코선 무사시코스기역 버스）

６월 

 

중 순 ・나가오노사토長尾
な が お

の里
さと

  수국 축제 묘락쿠지 妙
みょう

楽寺
ら く じ

 

（오다큐선 노보리토역에서 버스  도보 15 분） 

７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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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인터내셔널 페스티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도큐토요코선・메구로선 모토스미요시역 도보 10 분) 

・가와사키 다이시 풍경시장 가와사키 다이시(케이큐다이시선 가와사키다이시역 도보 8분) 

８월 

 

１～３ ・가와사키 산노우축제：이나게신사 (케이큐가와사키역 도보 10 분) 

・타마가와 불꽃놀이 대회：타카츠구 타마가와 하천부지(도큐덴엔토시선 후타고신치역 도보8 분) 

 

 

시영주택 입주자 모집    
 

【시영주택이란】시영주택이란 주택에 곤란을 느끼고 비교적 수입이 적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가와사키시가 협력하여 건설, 가와사키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신청은 입주부터 민간 주택과는 달리 수입기준 등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이나 갱신료가 없지만 매년 수입조사를 시행하여 사용료(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신청자격】 (1)시에 거주 또는 시의 동일한 직장에 1 년 이상 근무한 자 

      (2)일정의 수입액을 초과하지 않은 자 

      (3)주택에 곤란한 자 등 

【모집기간】가와사키 시영주택의 입주는 연 2 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월（봄）・・・ 5 월 하순경～6 월 초순경 

(입주예정기간 10 월～다음해 3 월경) 

10 월（가을）・・・10 월 하순경～11 월 초순경 

(입주예정기간 다음해 4 월～9 월경) 

【문의】가와사키시 주택공급공사 공영주택부 시영주택 관리과 TEL 044（244）7578 

   http://www.kawasaki-jk.or.jp/shiei/index.php4 

 

가와사키시 국제 교류센터 상담 안내 
・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언  어 요  일  언  어 요  일 

영   어 월요일~토요일  중 국 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따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가와사키 구약소 무료 외국인 상담 (면담)       ・아사오 구약소  무료 외국인 상담 (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언  어 요  일 시  간 

영   어 １,３주 목요일 14：00~16：30 영   어 １,３주 목요일 09：30~12：00 

중 국 어 １,３주 화요일 14：00~16：30 중 국 어 １,３주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１,３주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１,３주 수요일 14：00~16：30 
 

＊일본어로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E-mail : kiankawasaki@kian.or.jp 

＊행정서사 무료상담회 

・장소：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４월１７일 오후２시~４시（통역은 예약필요） 

외국인을 위한 시영주택  

입주신청서 작성 방법 설명회. 

일시：5 월 말경 자세한 정보는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20 명 

접수：수시접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