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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령자의 요양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가와사키시내 외국인 시민 고령자의 개호(요양보호) 현황을 가와사키시에 보고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외국인의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개호(간병)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가족,
또는 외국인 고령자로서 실태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멕시코, 한국, 일본의 요리 레시피를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설문조사 실시기간： 2022 년 8 월 1 일～2023 년 1 월 31 일
참가방법： 웹 폼, 직접방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메일 또는 우편으로 ★우편은 1 월 31 일 필착
설문조사 URL：https://www.kian.or.jp/topics/fragebogen22.shtml
*******************************************************************************************************

보치아 경기는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지만, 비장애인 대상 대회나 이벤트도 다수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시

：8 월 20 일（토） 10 시～12 시

대상자 ：초등학생 이상・외국인 환영

장소

： 가와사키 국제교류센터 홀

정원

： 20 명（선착순）

신청

：6 월 20 일（월）부터 （TEL・FAX・메일・직접방문）

문의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Tel

：044－435-7000 Fax：044－435-7010

E-mail ：soudan39@kian.or.jp

고등학교진학 가이던스

★ 입장무료, 신청필수！
★ 행정서사에 의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하여

무료상담회도 있습니다.
★ 통역 있음

가나가와현 공립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 입니다.
【일 시】

2022 년 9 월 19 일(월・공휴일) 13:00～16:00 （입장시간을 지정합니다）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내 홀

【신 청】

9 월３일 까지 https://hsguide.me-net.or.jp/reservations

【대상자】 중학교 3 년생, 보호자 또는 후원자 ２4 세대（1 세대 ３명 까지）
【내 용】

고등학교 소개, 종합상담 등

【문 의】

일본어, 영어, 로마자 표기 등 사용하여

【공동주최】

koko@mcajp.com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다문화활동 연락협의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인정 NPO 법인 다문화공생 교육네트워크 가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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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후레아이 교류회 【태국 요리】 (Zoom)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맛있는 태국 요리를 같이 만들어요! 문화도 소개합니다.
일시 ： 2022 년 10 월 15 일(토) 11:00～13:00
강사 ： 나카다 시리완(태국출신） 메뉴：Lab. Moo 랍무(다진 돼지고기 스파이시샐러드) 외
참가비： 무료（온라인으로 진행）
참가방법：홈페이지 신청 폼 또는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10 월 4 일 까지★
신청 양식의 URL https://www.kian.or.jp/wf/

메일 : soudan39@kian.or.jp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 HP, Facebook 또는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로 문의해 주세요.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무료입니다）

ZOOM 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약은 홈페지로
상담시간 9:00～17:00 (점심시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전용 Tel. ０４４-４５５-８８１１
담당언어의 상담원이 없는 요일에도 전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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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페 인 어 화요일・수요일

한 국 ・ 조 선 어 화요일・목요일

타 갈 로 그 어 화요일・수요일

베 트 남 어 화요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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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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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신청페이지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 （상담은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통역 예약 가능）
일시： 2022 년 8 월 21 일（일） 9 월 18 일（일）
14：00～16：00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２F 협회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