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국제 교류 협회 뉴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따갈로그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ian.or.jp/hlkwsk.html）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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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가나가와현(神奈川縣)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한 외국적 현민 여러분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NPO 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MIC 가나가와)과 함께 다언어로 전화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045-534-4018 접수시간은, 8 시 30 분∼17 시까지 평일만 접수받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국경일은 쉽니다.
대응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5 개국어입니다 또,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한
다언어정보는,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이나 가와사키시(川崎市)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뮤지엄의 기획전 안내」
「호시노(星野) 도미히로(富弘)전」이 시민 박물관에서 개최중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여, 수족의 자유를
잃은 호시노 도미히로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자신의 신념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된 꽃의 그림은, 강한 생의 의지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최
기간은 6 월 28 일의 일요일까지이며, 개관 시간은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전화문의: 044-754-4500

/ 팩스:044-754-4533

「페스타 써머 뮤자 KAWASAKI 2009」
뮤자 가와사키(川崎) 심포니 홀에서 7 월 26 일의 일요일부터 8 월 16 일의 일요일까지 개최됩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의 프랜차이즈 오케스트라 「도쿄(東京)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수도권 9 개의 오케스트라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여름 음악제입니다. 티켓은 뮤자 티켓 카운터, 티켓피아 및 로손티켓 등에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44-520-0200 / 팩스:044-520-0103
（월간 토픽）

2009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in 가와사키
일시 ： 7 월 5 일(일요일) 오전 10 시～오후 5 시까지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 교류 센터 (도큐도요코선, 메구로선 모토스미요시역에서 도보 10 분소요)
이벤트： 세계 각국의 문화 소개, 세계 문화 교류 체험, 세계 물산전, 프리마켓, 세계요리, 퍼포먼스, 유카타 체험,
일본 다도, 꽃꽂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볼티모어시 자매도시 30 주년 특별 강연도 있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국제교류협회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후레아이 교류회 **** 「한국 요리」편
일시 ： 8 월 8 일(토요일) 오전 11 시～오후 3 시까지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 교류 센터 2 층 요리실 제 4,5 회의실

요리 실습 후 함께 식사 그리고, 한국 문화 강좌.

여름방학 어린이 어학 강좌
★ 어린이 중국어 교실 (전 3 회)
(기간)

7 월 28 일(화), 29 일(수), 30 일 (목)

(시간)

13:00 ～ 14:00

(수강료)

3000 엔

(강사)

사이토 유리에 (중국상해출신 전 음악 교사) 예정

(대상)

처음으로 중국어는 배우는 5～8 세까지 (보호자도 입실 가능합니다.)

(정원) 15 명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

★ 어린이 영어 교실 (전 3 회)
(기간)

7 월 28 일(화), 29 일(수), 30 일 (목)

A 클래스 초등학교 1 학년・2 학년 09:50 ～ 10:50
B 클래스 초등학교 3 학년・4 학년 11:00 ～ 12:00
(수강료)

각 3000 엔

(정원) 15 명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

(강사)

브라이언・후퍼 (미국출신 어학교 강사)

(대상)

처음으로 중국어는 배우는 5～8 세까지 (보호자도 입실 가능합니다.)

외국인 상담 안내
상담 업무 시간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메일 : kiankawasaki@kian.or.jp
영

어

월요일～토요일

중국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따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일본어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
＊행정서사 무료 상담회
장소： 센터 ２층

협회 회의실

일시： 6 월 21 일(일)

오후２시～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