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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장

시】2021 년 11 월 6 일(토) 10：00 ～ 12：00
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2 층 단체활동룸

참가
무료

【대상자】대학생・단기대학생・전문학교생・고등학생(각학교 졸업생 포함）
【정 원】20 명(선착순)
【강 사】우켄(宇賢)교육학원 원장 팡 쩐우와（方 貞華 Fang Zhen Hua）

예약
필수

용】①취업활동 기초지식 ②취업활동 과정 소개 ③취업활동 매너
④취업 면접 체험
⑤취업활동에 관한 Q＆A
【문의・신청】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전화 또는 메일로 예약
【전 화】044-435-7000
메일주소：soudan39＠kian.or.jp
【내

통역
있음

고등학교 진학 상담회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상담회

가나가와현 공립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 입니다.
【일 시】2021 년 11 월 20 일(토)13：00 ～ 16：00
【장 소】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홀
【신 청】１０월３０일(토) 까지 전화 또는 센터로 직접방문
【대상자】중학생, 보호자 ２０가족（1 가족３명까지）
★입장무료, 신청필수！
【내 용】수험자격, 종합상담 등
★행정서사 무료상담회 개최
【문 의】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T. 044-435-7000
【공동개최】다문화활동연락협의회,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일시】2021 년 10 월 16 일(토), 30 일(토)14：00 ～ 16：00【참가비】무료
【정원】30 명（10 월 15 일(금) 마감）【신청방법】협회 홈페이지 신청양식으로
【내용】가와사키시 친선유학생들이 가와사키시의 추천 소개 및 가와사키시의
문화와 영화를 본국과 비교하는 등의 그룹별로 고안한 기획을
발표합니다. 온라인 교류회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문의】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전화：044-435-7000
메일주소：kiankawasaki@kian.or.jp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 대표자 회의
제 14 기 대표자 모집
외국인 시민 대표자가 되어 당신의 의견을 가와사키시에 말씀해 주세요!

【응모자격】① 일본 국적이 아닌 분
② 만１８세 이상
③ 계속해서 １년 이상 가와사키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응모자수】26 명 이내
【임
기】2022 년 4 월 1 일～2024 년 3 월 31 일（２년간）
【응모방법】2021 년 9 월 1 일（수）～11 월 16 일（화）당일소인 유효
신청서를 다문화공생추진과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지참 가능）
주소：〒210-0007 川崎市川崎区駅前本町 11-2 川崎フロンティアビル 9 階
川崎市 市民文化局 市民生活部 多文化共生推進課
(〒210-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혼쵸 11-2

가와사키 프론티어빌딩 9 층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시민생활부 다문화공생추진과)

【신청서】각 구청이나 시민관 등의 정보코너에 비치되어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외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테마를 정하여 토론합니다.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회의는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자료는 후리가나가 표기되어 있는 일본어입니다.
【문의】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시민생활부 다문화공생추진과
TEL：044‐200‐2846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외국인상담창구 원스톱센터 TEL：044-455-8811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외국인상담창구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무료입니다）

7 월 1 일 부터 ZOOM 을 통한 온라인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예약은 홈페이지에서 !
＊상담시간 ９：００-１７：００ (점심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전용 Tel. ０４４-４５５-８８１１
담당언어의 상담원이 없는 요일에도 전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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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 （상담은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통역 예약가능）
일시： 10 월 17 일（일）, 11 월 21 일（일） 14：00～16：00
장소：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２F 협회회의실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