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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립립립립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입학입학입학입학」」」」    신청신청신청신청    안내안내안내안내    ～～～～    
    

１ 외국국적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는 자녀의 경우에는 구약소(구청) 구민과 구민계로 문의하십시오.) 

２ 2013년도 입학대상아동은 2006년4월2일 부터 2007년4월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입니다. 

３ 재류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４ 구비서류 ①취학신청서 （※용지는 각 구약소, 지소, 출장소 및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②주소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문의문의문의・・・・제출처제출처제출처제출처]]]]    「「「「구약소구약소구약소구약소    구민과구민과구민과구민과    구민계구민계구민계구민계」」」」,,,,「「「「지소지소지소지소    구민센터구민센터구민센터구민센터    구민계구민계구민계구민계」」」」,,,,「「「「출장소출장소출장소출장소    구민구민구민구민    제제제제 1111 계계계계」」」」    

※ 취학신청은 언제든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학년 입학은 취학시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므로 １０１０１０１０월월월월１３１３１３１３일일일일((((토토토토))))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중학교 입학에 대한 안내는 １２월 이후에 공지합니다. 

 
                ～～～～    「「「「취학시취학시취학시취학시    건강건강건강건강    진단진단진단진단」」」」    에에에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    

    

가와사키시립초등학교 신입 1 학년생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을  

   １１월１일(목)부터 １１월３０일(금)사이에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９월 말경 우편으로 건강진단 일시・장소를 알려드립니다. 

[[[[문의문의문의문의]]]]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건강교육과건강교육과건강교육과건강교육과    TELTELTELTEL：：：：０４４０４４０４４０４４－－－－２００２００２００２００－－－－３２９３３２９３３２９３３２９３        

    

「「「「제제제제３３３３５５５５회회회회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시민시민시민시민    축제축제축제축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축제축제축제축제））））    

【일시】  11월２일(금）～４일(일）10:00～16:30   

【장소】  가와사키구 후지미(富士見)공원 일대 JR가와사키역・케이큐(京急)가와사키역에서 도보 15 분 

【내용】  세계의 요리 야타이 및 물산판매・프리마켓・세계의 무용 및 악기연주 스테이지・ 

      지진차체험・재미있는 자전거 광장 등 

☆ 11월４일（일） 11:00부터 퍼레이드를 합니다. 

【【【【문의문의문의문의】】】】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시민축제시민축제시민축제시민축제    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    사무국사무국사무국사무국（（（（접수시간접수시간접수시간접수시간：：：：평일평일평일평일 9:009:009:009:00～～～～17:0017:0017:0017:00））））    

      TEL：044-200-2308  FAX：044-233-4045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국제교류국제교류국제교류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생활강좌생활강좌생활강좌생활강좌」」」」안내안내안내안내～～～～    

    

    

    

    

    

    

 

 

 

 

 
신신신신    

 

 

 생일파티나 홈파티에서 먹는 즐거움을 
더하는 꽃모양 등의 후토마키( 巻き )스시를 
만들어 봅니다. 
【강사】무라타 노조미(  のぞみ)씨 
【일시】 10 월 13 일（토）11：00～14:00 
【정원】 20 명（선착순） 
【장소】 국제교류센터２F・요리실  
【신청】  전화・직접방문  

 
 
。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주민께 보육원  
및 육아 지원 제도 및 시설을 찾거나,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강사】나카하라구 어린이 지원실  
사토 미카(佐藤 美佳) 씨 

【일시】 10 월 16 일（화）13:00～14:30 
【정원】 30 명 정도（선착순） 

【장소】 국제교류센터 단체활동 룸 
【신청】 전화・직접방문・메일・FAX 

무료 

참가비 1000엔  
 



긴급긴급긴급긴급상황시상황시상황시상황시    전화할때전화할때전화할때전화할때（（（（119119119119 번번번번    편편편편））））    
일본에서일본에서일본에서일본에서    소방차소방차소방차소방차나나나나    구급차를구급차를구급차를구급차를    부를때부를때부를때부를때는는는는    119119119119 번으로번으로번으로번으로    연락연락연락연락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이번 회에서는 119 번으로 전화할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 

 일본어로 꼭 외워둡시다！！ 

                     ≪협조：가와사키시 나카하라 소방국≫ 

소방소방소방소방국국국국    통보자통보자통보자통보자（（（（차를차를차를차를    부르는부르는부르는부르는    사람사람사람사람））））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119 번으로 전화한다 
일본어가 서투르면 처음부터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말한다. 

침착침착침착침착하게 말한다. 

「고치라와 햐크주큐방, 

카지데스까? 큐큐데스까? 」 

(여기는 119 번, 화재화재화재화재입니까？ 

구급구급구급구급입니까？)」 

카지(화재)⇒「카지데스카지데스카지데스카지데스(화재입니다.)」 

큐큐샤(구급차)⇒「큐큐데스큐큐데스큐큐데스큐큐데스(구급입니다.)」 
똑똑하게똑똑하게똑똑하게똑똑하게    말한다말한다말한다말한다.... 

「주우주우주우주우쇼쇼쇼쇼와 도치라데스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구○○」데스. 

(○○구○○ 입니다.) 

맨션인지 주택인지 

이야기한다. 

「아나타노 나마에와나마에와나마에와나마에와？」 

(당신의 이름은?) 

「○ ○○」데스. 

(○ ○○입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수 있도록 

천천히천천히천천히천천히 말한다. 

「도우사레마시타까？」 

(무슨일입니까?) 

 

어디서「（헤야(방), 도로(도로),코엔(공원)…데(에서）」 

누가「（지분(자신), 옷토(남편),고도모(어린이)…가）」 

어떻게「（우데오 킷타(팔에 상처를 입었다)…오나카가  

이타이(배가 아프다)…치가 도마라나이(피가 

멈추지 않는다)…）」 

부상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말한다. 

간단한 단어라도 괜찮다. 

「오오키나 뵤우키야 케가오 

시타고토가 아리마스까？」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있을때 ⇒「아루(있다)」 

없을때⇒「나이(없다)」 

 

 

「가카리츠케노 뵤잉가 

아리마스까？」 

(자주 가시는 병원이 있습니까?) 

있을때⇒「○○뵤잉(○○병원)」이라고 알림 

없을때⇒「아리마센(없다)」라고 알림 

「큐큐샤오 오네가이시마스」 

(구급차를 부탁합니다) 

 

「뎅와방고오 오시에테 

구다사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집이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데스」 

(○○-○○입니다) 

 

「와카리마시타. 

스구니 큐큐샤가 마이리마스」 

(알겠습니다. 

바로 구급차가 갑니다) 

 

혼자 집에 있을 경우에는 

현관이 열려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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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1010월월월월 2222１１１１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２２２２시시시시    ～～～～    ４４４４시시시시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