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5월호                                한국・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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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협회ＨＰ（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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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an.or.jp/    E-mail：kiankawasaki@kia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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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일본어강좌  

・소인원 그룹레슨・일본문화와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행사 및 방재훈련도 있습니다. 

 
오전코스 매주  화요일・금요일 ９：５０～１１：５０         

1 학기 4 월 1４일（화）～7 월３일（금）  （２２회）12,100 엔  

2 학기 9 월１５일（화）～12 월４일（금） （２２회）12,100 엔  

3 학기 202１년 1 월 12 일（화）～3 월 1２일（금）（17 회）9,350 엔 

※보육있음（한살 이상・무료）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야간코스 매주 수요일   １８：３０～２０：３０ 

1 학기 4 월 1５일～7 월 1５일（수） （12 회）6,600 엔 

2 학기 9 월 2 일～12 월９일（수）   （15 회）8,2５０엔 

3 학기 202１년 1 월 13 일～3 일 10 일（수） （9 회）4,950 엔 

※보육없습니다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문의：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전화 : 044-435-7000    메일 주소 : kiankawasaki@kia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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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시내에는 매력적인 공원과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벚꽃이 예쁘게 피는 곳을 소개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유메미가사키 공원(夢見ケ崎公園) 

（사이와이구・JR 신가와사키(新川崎)역 또는 가시마다(鹿島田)역） 

동물원을 포함하여 공원내 곳곳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으며 동물들과 벚꽃을 동시에  

즐길수 있습니다.  

약 400 그루 품종은 소메이요시노(왕벚나무)・야마자쿠라 (산벚나무)등  

스미요시자쿠라(住吉ざくら) 
（나카하라구・도큐토요코선 또는 도큐메구로선 모토스미요시(元住吉)역） 

강을 따라 예쁘게 피는 멋진 벚꽃길. 시부카와(渋川)강가에 소메이요시노 벚꽃이  

약 2km 에 걸쳐 화려하게 핍니다. 「나카하라 평화공원」도 벗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약 250 그루의 소메이요시노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 벚꽃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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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in 가와사키 
올해도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분들이 

출연하며 출품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7 월 5 일（일）10:00～16:30  

장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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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요리를 만들어 보아요！ 

 

폴란드 요리를 즐겁게 만들면서 폴란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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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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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년 8 월이후, 센터에서는 번역업무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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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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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 무료 상담회 (상담은 일본어로 진행. 통역 예약필요, 유료） 

・ 장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６월６일（토）１１：００～１４：３０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요리실 

강 사： 이즈미 안나(泉 杏奈)씨 

정 원： ２０명（응모자 다수의 경우는 추첨） 보육있음（예약 필요, 한살 이상） 무료  

참가비： 1,5７0 엔 (당일 지불) 

신청방법： 왕복엽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에 2 명까지 

１）강좌명 「ポーランド料理」 

２）이름(두명의 경우 두명의 이름) 

３）주소 

４）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마  감：５월１８일(월) 필착 

문  의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 자세한 내용은 광고지, ＨＰ,  Facebook 또는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2020 년 

후레아이 교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