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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０ 가와사키 아시아 페스타」
치네칫타거리, 가와신후레아이광장, 긴자가이에서는「 ア ジ ア 포장마차촌」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타이, 인도, 한국, 중국, 오키나와등의 요리 및 각국의 잡화 노점이
등장합니다.
그외에, IC 승차권 및 IC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체크포인트를 도는「터치래리」와
코리아타운 22 곳에서 할인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야키니쿠 페스타」, 가와사키 프론 및 라조나
가와사키플라자에 아시아 페스타 특설 코너가 설치되는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최 기간】４월１７일（토）・１８일（일） 【개최 장소】ＪＲ가와사키역 주변
【문의처】경제노동국 상업관광과

전화：０４４－２００－２３５６

FAX：０４４－２００－３９２０

「지진이 났을때의 대처법」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났을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초기에 흔들리면, 우선 침착하게 몸을 보호한 후, 창문 및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가구는 고정시키고, 머리위에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
○소화기를 집에 준비해 놓읍시다.
○평소때 만일에 대비하여 재해시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3 일분의 비상식량을

확보해 놓읍시다.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의 방재 포털 사이트에 6 개국 언어 (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
스페인어･따갈로그어)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식량・비상용품을 준비합시다」
만일에 대비하여 평소에 가족간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비상물품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최저 ３일분의 식료품을 확보해놓읍시다.（라면, 컵라면, 건면, 즉석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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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벤트 및 강좌）

외국인을 위한 즐겁고 도움이 되는 일본어
・소인원의 그룹 레슨
・일본어 공부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및 지역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오전 코스 매주 화요일・금요일 １０：００～１２：００
１학기：４월２７일（화요일）～７월１３일（화요일）
１１，０００엔（전２２회）
２학기：９월１７일（금요일）～１２월３일（화요일）
１１，０００엔（전２２회）
３학기：２０１１년１월１１일（화요일）～３월１１일（금요일） ８，５００엔（전１７회）
＊탁아소 있습니다.（１세이상. 무료）
★야간 코스 매주 수요일 １８：３０～２０：３０
１학기：４월１４일～７월１４일
６，０００엔（전１２회）
２학기：９월 1 일～１２월１５일
７，５００엔（전１５회）
３학기：２０１１년１월１２일～３월９일 ４，５００엔（전９회）
＊탁아소는 없습니다.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를 읽을수 있는 분은 레벨체크를 받으십시오.
・초급반에서는 협회 일본어 볼런티어가 만든 『일본어 160 시간』 상・하권 （각 1200 엔）을 사용합니다
다른반에서도 별도의 교과서비가 필요합니다.

・주의：지불하신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담당자: 마츠시마

외국인을 위한 시영 주택 신청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흥미가 있으신분은 꼭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5 월 30 일(日) 오후 1 시 30 분～4 시
・장소：가와사키시 국제 교류 센터(도큐토요코선東急東横線・메구로선目黒線 모토스미요시역도보 12 分)
・지참할것：전년도 연간 수입 금액을 알수 있는 것(원천징수서 등)
・정원：20 명(5 월 18 일까지 전화 예약바랍니다.)
민족의상을 기부하여 주십시오.
가와사키시 국제 교류 협회에서는 학교에서 국제 이해를 위해 외국 민족 의상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택에 쓰시지 않는 민족의상 및 민족 악기가 있으신 분은 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상
등은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시 국제 교류센터 상담 안내
・상담업무 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
언어

１３：００～１６：００）

요일

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언어

요일

영어

월요일～토요일

중국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따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일본어로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E-mail : kiankawasaki@kian.or.jp
・가와사키 구약소 무료 외국인 상담 (면담)
언어

요일

시간

・아사오 구약소 무료 외국인 상담 (면담)
언어

요일

시간

영어

１,３주 목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영어

１,３주 목요일

９：３０～１２：００

중국어

１,３주 화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중국어

１,３주 화요일

９：３０～１２：００

따갈로그어

１,３주 수요일

９：３０～１２：００

따갈로그어

１,３주 수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행정서사 무료 상담회

*장소：센터 2 층 협회 회의실 *일시： 3 월 21 일（일） 오후２시～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