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０１4 년３월호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협회ＨＰ（http://www.kian.or.jp/hlkwsk.html）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가와사키 국제교류협회 〒211-0033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祗園町 2－2   

                htthtthtthttp://www.kian.or.jp/p://www.kian.or.jp/p://www.kian.or.jp/p://www.kian.or.jp/        ℡℡℡℡044044044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FFFFaaaax044x044x044x044----435435435435----7010701070107010         E E E E----mailmailmailmail：：：：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주변에 있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6 개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다언어 정보 코너」에는 시내 정보지 및 전단지,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맨 위에서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신착정보（새소식） 예 （２월 현재）： 

◆ 이벤트 캘린더 (생활・절차 등) 

◆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유행 발생경보 발령중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 

◆ 「재해 대비. 가와사키 - 보존판」  

  지역간에 서로 협력한다/ 고층 맨션에서는?/ 

귀가 곤란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등 

◆  가와사키시 방재 맵  

� 가와사키구・사이와이구・나카하라구・다카츠구・미야마에구・타마구・아사오구 

� 대피소・구급의료기관・재해시의 응급 급수 거점 등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일일    시시시시】】】】2014201420142014 년년년년 3333 월월월월 15151515 일일일일（（（（토토토토））））    오후오후오후오후 1111 시시시시 30303030 분분분분～～～～3333 시시시시                                                                입장무입장무입장무입장무료료료료!!!!!!!!    

【【【【장장장장    소소소소】】】】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    홀홀홀홀                                        

        【【【【내내내내    용용용용】◇】◇】◇】◇    토크토크토크토크：：：：시모카와시모카와시모카와시모카와    야스오야스오야스오야스오((((下川下川下川下川    靖夫靖夫靖夫靖夫))))    ––––    모험가모험가모험가모험가    

「「「「    자전거로자전거로자전거로자전거로    주파한주파한주파한주파한 54 54 54 54 개국개국개국개국,,,,        49,00049,00049,00049,000 ㎞㎞㎞㎞    거리거리거리거리    주파주파주파주파」」」」    

※※※※    시모카와시모카와시모카와시모카와    야스오야스오야스오야스오    사진전사진전사진전사진전    동시개최동시개최동시개최동시개최    （（（（2014201420142014 년년년년 3333 월월월월 8888 일일일일～～～～16161616 일일일일））））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전시전시전시전시    로비로비로비로비    

        【【【【주주주주    최최최최】】】】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국제교류국제교류국제교류국제교류    민간단체협의회민간단체협의회민간단체협의회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공동주최공동주최공동주최】】】】((((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후후후후    원원원원】】】】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문문문문        의의의의】】】】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Tel:044Tel:044Tel:044Tel: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가와사키시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통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에게 학용품 및 

급식비 등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가 필요한 분은 빨리빨리빨리빨리    통학하는통학하는통학하는통학하는    학교에학교에학교에학교에    상담해상담해상담해상담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공립 초등・중학교는 수업료와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단, 학교에서는 교재비 이외에도 보조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해야 합니다. 또 급식비, 소풍 등 경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즐겁고즐겁고즐겁고즐겁고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되는되는    일본어일본어일본어일본어    강좌강좌강좌강좌」」」」    
    

    ◎◎◎◎오전코스오전코스오전코스오전코스    매주매주매주매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９：５０～１１：５０９：５０～１１：５０９：５０～１１：５０９：５０～１１：５０  ＊보육 가능합니다.（１살 이상. 무료） 

       １학기：４월２２일(화요일）～７월１１일(금요일）     １１，２２０엔(전２２회） 

       ２학기： ９월１6 일(화요일）～１２월２일(화요일）     １１，２２０엔(전２２회） 

       ３학기：２０１５년１월１３일(화요일）～３월１０일(화요일） ８，６７０엔(전１７회） 

            

◎◎◎◎야간코스야간코스야간코스야간코스    매주매주매주매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１８：３０～２０：３０１８：３０～２０：３０１８：３０～２０：３０１８：３０～２０：３０   ＊보육은 없습니다. 
       １학기：４월１６일～７월 ９일         ６，１２０엔 (전 1２회） 

２학기：９월 ３일～１２월１０일          7，6５０엔 (전１５회） 
３학기：２０１５년１월１４일～３월１８일      ４，５９０엔 (전９회）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재비가 필요합니다. 
        ・주의：접수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장소장소장소장소】】】】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문의문의문의문의】】】】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        044044044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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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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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월월월월 16161616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２２２２시시시시    ～～～～    ４４４４시시시시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유료） 

あいうえお 

かきくけこ 

さしすせそ 

たちつて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