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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  콘서트안내  

ハーバード大学クロコディロスコンサート    No .247 

미국의  하버대학  크로코데로스  콘서트가  6 월 25 일  일요일  
오후  3 시에  가와사키  국제교류센타에서  개최됩니다  
크로코데로스  콘서트는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12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남성아카펠라  코러스  그룹입니다  이  
멤버는  학업을  하면서  봄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여  음악의  친선대사로서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입장료는  예매권이  2000 엔  당일권이  2500 엔  중학생  

고등학생은  1000 엔입니다  가와사키와국제교류센타  
（川崎市国際交流センター）는  
도요꼬도큐선  모토스미요시역  에서도보 10 분입니다   
문의℡０４４－４３５－７００0      

광화학스모그  발생주의보  안내（工学学スモック）      No .248  

공장이나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학물질  
탄화수산물이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서  복잡한  화학물질반응을  
일으켜  광화학옥시턴트가  발생합니다  광화학옥시턴트가  기상등의  
영향을  받아  광화학스모그가  되어  눈을  자극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는  증상을  일으켜  건강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화학스모그발생주의보가  나면  심한  운동은  
피해주시고  자동차의  사용도  삼가해주십시오  광화학스모그에  
관한  정보는  텔레폰서비스  전화  0463-24-3322 입니다  주의보등의  
발령시는   ＦＭ가와사키７９．１ＭＨＺ의  라디오와  시의  
시설에서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가와사키시  환경국환경대책과 044-200-2516 



패스타  서머뮤좌  가와사키  2006  
フェスタ  サマーミューザ KAWASAKI2006      No .249 

음악의  거리  가와사키의  캣치푸레즈로서  2004 년에  개관하여  
음향의  질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알려진  뮤좌  가와사키  
심포니  홀입니다  이  홀에서  여름의  음악축제를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뮤좌에서  시작하는  「감동하는  여름  음악제」를  
표어로  7 월 21 일금요일부터  8 월 13 일  일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수도권의  9 개의  오케스트라에  의한  24 일간의  한여름의  
음악제전이  열립니다  티켓은  일반  예매소에서  예매합니다  
교통편은  가와사키역  서쪽출구에서  도보  1 분입니다   
문의  ℡  뮤좌가와사키  심포니  홀 044-520-0200 
 

외국인상담코너  

川崎市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여러분께서  평소  생활을하는데있어서  곤란   을  

느끼시는일이나  고민에대한  상담등의  접수를받고있습니다 . 

부담없이  상담하여주십시오 .프라이버시는  엄수합니다 . 

상담시간 ;오전 10 시～오후 4 시까지               일본어강좌                                 

대응언어 ;영어 (화～토요일까지 )        야간코스  (매주수요일 )18 :30～20 :30                        

중국어 ;화 ,수 ,금요일                   1 학기 ;4/12～ 7/12  ￥ 6,500(13 회 )    

한국어  조선어 ;화 ,목요일               2 학기 ;9/6～ 12/13  ￥ 7,500(15 회 ) 

스페인어 ;화 ,목요일                    3 학기 ;1/10～ 3/14  ￥ 5,000(15 회 ) 

포르투갈어 ;화 ,금요일                오전코스 (매주화요일 ,금요일 )10 :00～12 :00  

타가로그어 (픨리핀어 );화 ,수요일      1 학기 ;4/21(금 )～ 7/11(화 ) ￥ 11,000(22 회 )                

 2 학기 ;9/22(금 )～ 12/12(화 ) ￥ 11,500(23 회 )

 3 학기 ;1/12(금 )～ 3/13(화 ) ￥ 9,000(18 회 ) 

발행  가와사키市국제교류협회  

〒 211－ 0033 川崎市中原区木月祗園町２－ 2 가와사키市국제교류센타  

℡ 044－ 435－ 7000 Fax044－ 435－ 7010 

Ｅ－mail:  kian@bremen.or.jp  홈페이지  http:/ /www.bremen.or.jp/k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