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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35-7000  Fax044-435-7010   http://www.kian.or.jp/                E-mail： kiankawasaki@kian.or.jp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    어린이교실어린이교실어린이교실어린이교실            ※※※※신청은신청은신청은신청은    반드시반드시반드시반드시    왕복엽서왕복엽서왕복엽서왕복엽서로로로로    신청해신청해신청해신청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교실명교실명교실명교실명                일일일일        시시시시    대상대상대상대상・・・・인원인원인원인원    강강강강        사사사사    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세금포함세금포함세금포함세금포함))))    기기기기        한한한한    

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ＡＡＡＡ    9999：：：：50505050    

～～～～10101010::::50505050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1111 ・・・・

2222 년생년생년생년생・・・・15151515 명명명명    

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어린이영어ＢＢＢＢ    11111111：：：：00000000    

～～～～12121212::::00000000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3333・・・・

4444 년생년생년생년생・・・・15151515 명명명명    

    

로즈안로즈안로즈안로즈안나나나나・・・・브브브브레이레이레이레이클클클클리리리리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출신출신출신출신・・・・    

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    

어린이중국어어린이중국어어린이중국어어린이중국어    

    

7/247/247/247/24    

((((화화화화))))    

    ～～～～    

7/267/267/267/26    

((((목목목목))))    
13131313：：：：00000000    

～～～～14141414::::00000000    

5555 살살살살～～～～8888 살살살살    

・・・・15151515 명명명명((((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    
입실입실입실입실    가능가능가능가능))))    

사이토사이토사이토사이토    유리에유리에유리에유리에    

((((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    

전전전전    음악교사음악교사음악교사음악교사))))    

    

    

각각각각 3,0003,0003,0003,000 엔엔엔엔    

（（（（교재비교재비교재비교재비    포함포함포함포함））））    

                

    

    

7/7(7/7(7/7(7/7(토토토토))))    

    필착필착필착필착    

부모와부모와부모와부모와    함함함함께께께께    하는하는하는하는    

요리교실요리교실요리교실요리교실    

((((중국중국중국중국    간식간식간식간식))))    

    

8/118/118/118/11    

((((토토토토))))    

11:0011:0011:0011:00    

        ～～～～14:0014:0014:0014:00    

5555 살살살살～～～～12121212 살살살살    
((((부모와부모와부모와부모와    함께함께함께함께    

    10101010 팀팀팀팀))))    

왕왕왕왕    보렌보렌보렌보렌((((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    

음식점음식점음식점음식점경영경영경영경영) ) ) ) ・・・・    호호호호    운엔운엔운엔운엔    

((((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샹하이출신・・・・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어학교강사))))    

부모와부모와부모와부모와    함께함께함께함께    

    1,5001,5001,5001,500 엔엔엔엔    
8/1(8/1(8/1(8/1(수수수수))))    

    필착필착필착필착    

【문의】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044-435-7000 ⇒어학교실(담당: 교류사업과  마츠시마)   

요리교실(담당: 다문화공생과 나카무라, 사가와)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뮤지엄뮤지엄뮤지엄뮤지엄에서에서에서에서    즐거운즐거운즐거운즐거운    체험체험체험체험！！！！」」」」    

【장소】  시민뮤지엄 산책 전시 공간, 토도로키 공업회   

【내용・일시】 ➀「ＫＯＳＵＧＥ1-16」（폐자재 사용 평면 프린트 체험）  

            일시：７７７７월월월월２１２１２１２１일일일일（（（（토토토토））））２２２２２２２２일일일일((((일일일일））））    １３１３１３１３：：：：００００００００～～～～１６１６１６１６：：：：００００００００    

②「타무라사토루」 （폐자재 사용 입체 작품 체험） 

             일시：７７７７월월월월２８２８２８２８일일일일（（（（토토토토））））, , , ,     ２９２９２９２９일일일일((((일일일일))))    １３１３１３１３：：：：００００００００～～～～１６１６１６１６：：：：００００００００    

【신청접수 마감】   ①７월７일（토）  ②7 월 14 일(토) 

【신청・문의】시민뮤지엄 TEL.044-754-4500 ※※※※강좌명「夏休みこどもミュージアム(여름방학 어린이 

         뮤지엄)」, 성명, 나이, 희망날짜, 인원,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를 기입하여  

 FAX. 044-754-4533 또는 E 메일： edu@kawasaki-museum.jp 로 신청해 주십시오. 

★☆★☆★☆★☆★☆★☆★☆★☆★☆★☆★☆★☆★☆★☆★☆★☆★☆★☆★☆★☆★☆★☆★☆★☆★☆★☆★☆★☆★☆★☆★☆★☆★☆★☆★☆★☆★☆★☆★☆★☆★☆★☆★☆★☆★☆★☆★☆★☆★☆★☆★☆★☆★☆★☆★☆★☆★☆★☆★☆★☆★☆★☆★☆★☆★☆★☆★☆★☆★☆★☆★☆★☆★☆★☆★☆★☆★☆★☆★☆★☆★☆★☆★☆★☆★☆★☆★☆★☆★☆★☆★☆★☆★☆★☆★☆★☆★☆★☆★☆★☆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상담상담상담상담    안내안내안내안내」」」」    （（（（무료무료무료무료））））    

   ・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 ０４４０４４０４４０４４－－－－４３５４３５４３５４３５－－－－７０００７０００７０００７０００    
 

언 어 요 일  언 어 요 일 

영어  월요일～토요일  중국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따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가와사키구약소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구약소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1, 3 목요일 14：00～16：30 영어 제1, 3 목요일 09：30～12：00 

중국어 제1, 3 화요일 14：00～16：30 중국어 제1, 3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제1, 3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제1, 3 수요일 14：00～16：30 

＊ ＊일본어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E-mail ：kiankawasaki@kian.or.jp 

＊ 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    의한의한의한의한    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일본어）  장소：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일시일시일시：  ７７７７월월월월１１１１일일일일    ((((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    페스티벌페스티벌페스티벌페스티벌    행사행사행사행사에에에에    행정서사가행정서사가행정서사가행정서사가    오십니다오십니다오십니다오십니다))))    

8888 월월월월 19191919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２２２２시시시시    ～～～～    ４４４４시시시시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일반 

비용：1000 엔 

정원：각 15 명 



 

        「「「「제제제제 17171717 회회회회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다이시다이시다이시다이시(((( ) ) ) ) 후링이치후링이치후링이치후링이치((((풍령시장풍령시장풍령시장풍령시장))))            

                                7777 월월월월 18181818 일일일일((((수수수수))))～～～～22222222 일일일일((((일일일일)10:00)10:00)10:00)10:00～～～～18:0018:0018:0018:00    

♪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  47도도부현에서  약 900 종류  30,000개의  풍령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  

가와사키 다이시의 오리지널 야쿠요케다루마(액막이 오뚝이) 풍령 및 전국  

 각지의 풍령과 금속・유리 등의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풍령이 전시 판매됩니다. 

일본의 전통문화인 풍령의 음색으로 시원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 가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平間寺) 부근 케이큐 다이시선「가와사키 다이시역」에서  

하차 도보 ８분   【문의】가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 022-266-3420    

    
「「「「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취주악단에취주악단에취주악단에취주악단에    의한의한의한의한「「「「써머써머써머써머    윈드윈드윈드윈드    콘서트콘서트콘서트콘서트 2012201220122012」」」」    ７７７７월월월월７７７７일일일일（（（（토토토토））））오후오후오후오후２２２２시시시시～～～～    

    
1971 년에 가와사키시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결성되어 현재는 폭넓은 연령층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멤버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와사키 취주악단(애칭:가와스이 川吹)이 즐겁고  

신나는 음악을 선사합니다. 

【장소】 사이와이시민관 대홀   JR남부선・도큐토요코선「무사시코스기역」에서 버스로 

       「사이와이구약소 입구( 区 口)」하차 도보２분 

【연주내용】 ●칼 할아버지의 하늘을 날으는 집(영화 한국타이틀:업) 셀렉션 

●영화「마녀의 택배(魔女の宅急便)」에서『바다가 보이는 거리』등 영화음악 

●로버트 W 스미스『선원과 바다의 노래( の男 の歌)』등 클래식 

【문의】가와사키 취주악단 사무국 ℡・FAX：044-511-7812    

    
    

        「「「「전하전하전하전하고고고고, , , , 만들만들만들만들고고고고, , , , 이어가이어가이어가이어가는는는는    ！！！！！！！！오토에가타리오토에가타리오토에가타리오토에가타리((((おとおとおとおと絵絵絵絵がたりがたりがたりがたり:::: 그림자그림과 음악과 이야기))))」」」」            

                                ７７７７월월월월 25252525 일일일일((((수수수수))))    오후오후오후오후    1111 시시시시 30303030 분분분분～～～～3333 시시시시 30303030 분분분분  (  (  (  (입장무료입장무료입장무료입장무료))))    

【장소】나카하라구약소 ５Ｆ  
【내용】① 구의 40 주년을 기념하여 나카하라구와  

       관련된 옛날이야기 및 음악을 즐겨보아요. 

   ●고지와 도깨비절(神地とお化け寺) ●나카하라의 옛날과 지금의 그림연극 

   ●거문고 연주 감상！          ●너구리의 불조심(たぬきの火の用心) 

  ②참가자 여러분과 그림자(실루엣)그림 만들기！  

              그림자그림은 11 월 9 일(금), 10 일(토)에 나카하라시민관 홀에서 발표합니다. 

【【【【문의】  쌩큐 콜 가와사키 ℡ 044-200-3939 

【내용에 관한 문의】 E 메일:  otoestage-qanda@gmail.goo.ne.jp     

    

 「「「「세세라기세세라기세세라기세세라기    토우로우토우로우토우로우토우로우    나가시나가시나가시나가시((((せせらぎせせらぎせせらぎせせらぎ灯篭流灯篭流灯篭流灯篭流しししし))))（（（（나카하라구나카하라구나카하라구나카하라구））））」」」」8888 월월월월 11119999 일일일일((((일일일일))))오후오후오후오후 6 6 6 6 시쯤시쯤시쯤시쯤    

【장소】에가와 세세라기 산책길(江川せせらぎ遊歩道) 아즈마야(東屋) 근처 

（코세키교(小関橋) 하류）JR 난부선 무사시신조역 남쪽출구 하차 약５분 

【내용】부모・어린이들의 「손으로 만들어 그림을 그려넣은 등롱」띄우기 

                      ※※※※사전신청이사전신청이사전신청이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등롱등롱등롱등롱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300 300 300 300 엔엔엔엔).).).).    우천시중지우천시중지우천시중지우천시중지    

【【【【주최・문의】 모리토 세세라기(森とせせらぎ:숲과 시냇물소리) 네트워크  

℡ 090-8813-1076 마츠모토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    시험시험시험시험    실시실시실시실시일일일일                제제제제 2222 회회회회    201201201201２２２２년년년년 12121212 월월월월２２２２일일일일（（（（일일일일））））    

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8888 월월월월    하순하순하순하순～～～～9999 월월월월    하순하순하순하순（（（（예정예정예정예정））））    

입장무료 

신청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