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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일본어 강좌」
◎오전코스 매주 화요일・금요일 ９：５０～１１：５０ ＊보육 가능합니다.（１살이상. 무료）
１학기：４월２４일（화요일）～７월１０일（화요일）
１１，０００엔（전２２회）
２학기：９월２１일（금요일）～１２월７일（금요일）
１１，０００엔（전２２회）
３학기：２０１３년１월１１일（금요일）～３월８일（금요일） ８，５００엔（전１７회） あいうえお

かきくけこ
◎야간코스 매주 수요일 １８：３０～２０：３０
＊보육이 없습니다.
１학기：４월２５일～７월１1 일
６，０００엔（전１２회）
さしすせそ
２학기：９월５일～１２월１２일
７，５００엔（전１５회）
たちつてと
３학기：２０１３년１월１６일～３월１３일
４，５００엔（전９회）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디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문의】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 044-435-7000
「외국인이 부모와 아이와 함께 배우는 일본어 살롱」
아기와 함께 참가할 아빠 또는엄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２０１２년 ６월２０일 시점에서 １살 미만의 유아가 있는분. 10 팀 모집.
육아,아기의 음식・건강진단, 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구를 만들어 보아요.
【언 제】 ４월２４일, ５월８일, ５월２２일, ６월５일, ６월１９일 （화요일） １０：００～１１：３０
【어디서】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얼마】 ￥０．－
【문의】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 044-435-7000

일본과 아시아의 교류를 컨셉으로 조인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언제】 4 월 14 일
【어디서】가와사키시 교육문화회관 대홀（가와사키구 후지미(川崎区富士見)2-1-3）
출연자： SHOW（타이완）, 박정민（한국）, ISSAｘSoulJa(일본),
JAY’ED(일본), Le Velvets(일본) ※출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ｔｖｋ티켓 카운터
전화： ０４５－６６３－９９９９
【문의】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시민문화실 전화：０４４‐２００－３７２５
「일본민가원에서 개최되는 3 개의 이벤트」
①저녁의 민가원 ４월１４일（토）, １５일（일） 【어디서】 슈쿠바(宿場)・신에츠(信越) 마을
밤일(짚・죽공예,베짜기 등) 실연, 옛날이야기 등
14 일 １８시１５분 ～（약３０분）「미치노쿠(みちのく(일본 동북지역))옛날이야기」
15 일 １８시１５분～（약３０분）「라쿠고(落語)」 가츠라 요네타로(桂米太郎) 선생
②오월의 장식 （고이노보리・무샤노보리(鯉・武者のぼり), 세쿠히나(節句雛））
【어디서】 기타무라(北村) 주택 외
４월２１일（토）～５월１３일（일）
③지역의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 ４월２２일（일）
일본각지역의 민화를「일본민화회」분들이 각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１３시３０분～, １４시３０분～（약４５분）
【문의】 일본민가원 （타마구 마스가타 (多摩区枡形)７－１－１）℡ 044-922-2181

☆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사용할 수 있는 말・학교편
１． Nyugakushiki,
Shigyoshiki
２． Kyushoku、Shishokukai、
Toban
３． Jugyo sankan
４． Kondankai, Hogosyakai
５． Kojin mendan,
Sansya mendan
６． Katei homon
７． Undokai, Ensoku
８． Hokago
９． Sotsugyoshiki,
Shugyoshiki
10. Kyushokuhi, Kyozaihi
11. Shinsei・Teisyutsu kikan

１． 入学式、
始業式
２． 給食、試食会、
当番
３． 授業参観
４． 懇談会、保護者会
５． 個人面談、
三者面談
６． 家庭訪問
７． 運動会、遠足
８． 放課後
９． 卒業式、
終業式
10. 給食費、教材費
11. 申請・提出期間

☆

1. 입학식,
시업식
2. 급식, 시식회,
당번
3. 수업참관
4. 간담회, 보호자회
5. 개인면담,
3 자면담
6. 가정방문
7. 운동회, 소풍
8. 방과후
9. 졸업식,
종업식
10. 급식비, 교재비
11. 신청・제출기간

「취학 보조 제도」에 대해서
가와사키시에서는 초 ・ 중학교 학생을 위한 「취학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급식비 및 교재비 등을
가와사키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상담업무일정(１０：００～１２：００
언 어
영어
포르투갈어
한국・조선어

요 일
월요일～토요일
화요일・금요일
화요일・목요일

１３：００～１６：００）
언 어
중국어
스페인어
따갈로그어

・가와사키구약소 무료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 1, 3 목요일
14：00～16：30
중국어
제 1, 3 화요일
14：00～16：30
따갈로그어 제 1, 3 화요일
09：30～12：00

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무료)
요 일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화요일・수요일
화요일・수요일
・아사오구약소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 1, 3 목요일
09：30～12：00
중국어
제 1, 3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제 1, 3 수요일
14：00～16：30

＊ ＊일본어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E-mail ：kiankawasaki@kian.or.jp

＊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일본어）
장소：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 4 월 15 일 일요일 오후２시 ～ ４시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 JLPT 시험 안내
제 1 회 2012 년 7 월 1 일(일) ->4 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서점에서 원서구입한후신청)
제 2 회 2012 년 12 월 2 일(일)->8 월중순~9 월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