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11월호                                 한국・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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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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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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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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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입학 설명회 
              「일본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입학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일본어를 모르는데 학교설명회에 가도 이해할 수 있을까…」등 초등학교 입학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가이드북 (다언어와 히라가나 표기 

된것)을 보면서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입학전에 준비해야할  

준비물의 설명과 학용품 등의 전시도 있습니다.  

【일 시】2020 년２월 1 일（토）13:30～16:00  

【장  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홀 

     ※ 통역・보육 있음（예약 필요） 

【문  의】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044-435-7000 
 
************************************************************************************** 
 
 

 

 

 

 

 

개 최 일：2019 년 11 월 2 일（토）・3 일（일）・4 일 （월・공휴일） 

      퍼레이드는 11 월 3 일（일）                                                    

개최시간：10：00～16：30 （악천후시 중지）                                                     

장    소：가와사키구 후지미공원 주변 

 

도보 ： JR「가와사키역（북쪽출구）」, 게이큐「게이큐가와사키역」에서 도보 약 15 분 

버스 ： JR 가와사키역 동쪽출구 버스터미널에서 승차 「교육문화회관 앞」하차 

  ・가와사키 시영버스 《버스번호：川 04･川 05･川 07･川 10･川 13･川 15》 （타는곳 11～15 번） 

  ・린코버스 《버스번호：川 02･川 03》 （타는곳 16, 17, 20 번） 

참가무료 

사전예약 필요 

http://www.kian.or.jp/hlkwsk.html）
http://www.kian.or.jp/
mailto:kiankawasaki@kian.or.jp


참가자 모집 

「재해시 다언어 지원센터」는 대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언어로 재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훈련에 참여해 주실 외국인을 모집합니다. 

            일시：2019 년 12 월 8 일（일）9：30～12：00 

                      장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문의：다문화공생과（담당：와타나베）TEL.：044-435-7000 

************************************************************************************* 

 

                 

              가와사키시제 다마가와 불꽃축제는 일본 불꽃축제에서 전국 1 위,        

가나가와현내 1위로 인기있는 불꽃축제입니다.  

올해도 열립니다！ 

                        【일정】: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악천후시 행사 중지（연기없음） 

                        【불꽃 발사 시간] 18:00～19:00 [불꽃탄] 약 6000발 

                        【관람장소】다마가와 하천부지  

（후다고바시(二子橋)～다이산케이힌도로(第三京浜道路)） 

【불꽃 발사 장소】가와사키시 다카츠구 스와 2 다마가와 하천부지 

【문의】생큐콜 가와사키 TEL：044-200-3939 

 기업・단체협찬 관계／가와사키시 관광협회 TEL：044-544-8229 

      https://sp.jorudan.co.jp/hanabi/spot_103697.html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무료） 

       ★ 8 월이후 센터에서 번역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시간 (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   ・상담전용전화 ０４４－４５５－８８１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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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베트남어 화요일・금요일   태국어 월요일・화요일 

인도네시아어 화요일・수요일   네팔어 화요일・토요일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 （상담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만, 통역 예약가능. 유료） 

 ・일시：10 월 20 일（일）, 11 월 17 일（일）14:00～16:00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https://sp.jorudan.co.jp/hanabi/spot_10369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