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０１３년４월호                                     한국・조선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따갈로그어, 알기쉬운 일본어로 

협회  홈페이지（http://www.kian.or.jp/hlkwsk.html）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가와사키 국제교류협회 〒211-0033 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祗園町 2－2 http://www.kian.or.jp/ 

℡℡℡℡044044044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FFFFaaaax044x044x044x044----435435435435----7010701070107010             E E E E----mailmailmailmail：：：：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kiankawasaki@kian.or.jp    

    

 

        

「「「「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즐겁고즐겁고즐겁고즐겁고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되는되는    일본어일본어일본어일본어    강좌강좌강좌강좌」」」」    
  

 ◎◎◎◎오전코스오전코스오전코스오전코스    매주매주매주매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９９９９：：：：５０５０５０５０～～～～１１１１１１１１：：：：５０５０５０５０  ＊보육 가능합니다.（１살 이상. 무료） 

   １학기：４월２３일(화요일）～７월１２일(금요일）     １１，０００엔(총２２회） 

   ２학기：９월２４일(화요일）～１２월６일(금요일）     １１，０００엔(총２２회） 

   ３학기：２０１４년１월１０일(금요일）～３월１１일(금요일） ８，５００엔(총１７회） 

            

◎◎◎◎야간코스야간코스야간코스야간코스    매주매주매주매주    수요일수요일수요일수요일    １８１８１８１８：：：：３０３０３０３０～～～～２０２０２０２０：：：：３０３０３０３０   ＊보육은 없습니다. 
   １학기：４월１７일～７월１０일        ６，０００엔(총１２회） 

２학기：９월４일～１２월１１일         ７，５００엔(총１５회） 
３학기：２０１４년１월１５일～３월１２일    ４，５００엔(총９회）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재비가 필요합니다. 
        ・주의：접수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장소장소장소장소】】】】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문의문의문의문의】】】】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        044044044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시민시민시민시민    여러분의여러분의여러분의여러분의    협력을협력을협력을협력을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    4444～～～～9999 월월월월    강좌강좌강좌강좌    및및및및    이벤트의이벤트의이벤트의이벤트의    일부입니다일부입니다일부입니다일부입니다. . . .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월월월월    행사행사행사행사    내용내용내용내용    

■ 영어로 실시되는 
국제이해강좌（봄강좌）（6월・총 3 회） 

외국인 시민이 강사가 되어 매회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지는 강좌입니다.（중상급 레벨의 영어학습자 
대상） 

■제１９회 크로커디로스 콘서트 
 （중순） 

매년 정례행사로 개최되는 하버드대학 남학생들의 
아카펠라 코러스. 친숙한 노래를 활기있게 부릅니다. 
 

 

 

6

월 

■호주 자매도시・울롱공 대학생  
가와사키 연수 

여러분의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일본어로 교류  
합니다.（홈스테이를 받아줄 가정 모집→시정소식 
３/２１일호에 게재） 

7

월 ■ 인터내셔널・페스티벌 
   7 월７일（일） 

세계를 전부 체험・체감 할 수 있는 귀중한 하루！ 
세계의 요리, 스테이지, 물산 등 전관에서 
개최합니다. 

８
월 

■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교실（총 3 회） 
■ 여름방학 어린이 중국어교실（총 3 회） 

처음 영어를 배우는 ５살～２학년생을 위한 영어체험 
클래스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５살～８살을 대상으로 중국어 
체험 클래스 

９
월 

■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２학기） 
（９월～１２월）오전코스・야간코스 

【오전코스】（매주화요일・금요일）9：50～11：50 
（보육 있음） 

【야간코스】（매 수요일） 18：30～20：30  

☆ 문의（공익재단법인）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전화（9：３０～１６：００/일요일 휴일） (044)-4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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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참가할 외국인 엄마・아빠 모집 

【【【【일일일일    시시시시】】】】2013201320132013 년년년년 5555 월월월월 11114444 일일일일((((화화화화))))～～～～7777 월월월월 9999 일일일일((((전전전전 9 9 9 9 회회회회））））매주매주매주매주    화요일화요일화요일화요일 10101010：：：：00000000～～～～11111111：：：：30303030    

【【【【인인인인    원원원원】】】】부모와부모와부모와부모와    아이아이아이아이 10101010 팀팀팀팀    

【【【【장장장장    소소소소】】】】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무료입니다무료입니다무료입니다무료입니다!!!!!!!!    

    【【【【내내내내        용용용용】】】】아이에아이에아이에아이에게게게게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일본어로일본어로일본어로일본어로    말해봅말해봅말해봅말해봅니니니니다다다다    

            일본어일본어일본어일본어    살살살살롱롱롱롱    블로그입니다블로그입니다블로그입니다블로그입니다        

「「「「こそだてこそだてこそだてこそだて    ときどきときどきときどきときどき    にほんごにほんごにほんごにほんご」」」」    http://nihongosaron.cocologhttp://nihongosaron.cocologhttp://nihongosaron.cocologhttp://nihongosaron.cocolog----nifty.com/blog/nifty.com/blog/nifty.com/blog/nifty.com/blog/    

        【【【【문의문의문의문의・・・・질문질문질문질문】】】】        부모와부모와부모와부모와    아이가아이가아이가아이가    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    일본어일본어일본어일본어    살살살살롱롱롱롱((((親子日本語親子日本語親子日本語親子日本語((((오야코오야코오야코오야코    니혼고니혼고니혼고니혼고))))살살살살롱롱롱롱        

하마다하마다하마다하마다((((浜田浜田浜田浜田))))            EmailEmailEmailEmail：：：：nihongosaron@gmail.comnihongosaron@gmail.comnihongosaron@gmail.comnihongosaron@gmail.com    

                        또는또는또는또는    ((((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TelTelTelTel：：：：044044044044----435435435435----7000700070007000    Email: kiankawasaki@kian.or.jpEmail: kiankawasaki@kian.or.jpEmail: kiankawasaki@kian.or.jpEmail: kiankawasaki@kian.or.jp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심포니홀의 복구공사가 끝나 각종 콘서트 및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리뉴얼 오픈 콘서트에서 브루크너의 걸작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일일일일    시시시시】】】】2013201320132013 년년년년 4444 월월월월７７７７일일일일((((일일일일))))    15:0015:0015:0015:00    개연개연개연개연 

 【【【【출출출출    연연연연】】】】지휘지휘지휘지휘：：：：유베르트유베르트유베르트유베르트    수당수당수당수당(Hubert Soudant)(Hubert Soudant)(Hubert Soudant)(Hubert Soudant)（（（（도쿄교향악단음악도쿄교향악단음악도쿄교향악단음악도쿄교향악단음악    감독감독감독감독））））    

관현악관현악관현악관현악：：：：도쿄교향악단도쿄교향악단도쿄교향악단도쿄교향악단    

    【【【【곡곡곡곡    명명명명】】】】브르크너브르크너브르크너브르크너：：：：교향곡교향곡교향곡교향곡    제제제제９９９９번번번번 D D D D 단조단조단조단조    미완성미완성미완성미완성    

브르크너브르크너브르크너브르크너：：：：테테테테    데움데움데움데움((((Te DeumTe DeumTe DeumTe Deum)))) 

【【【【요요요요    금금금금】】】】SSSS 석석석석：：：：8,0008,0008,0008,000 엔엔엔엔    AAAA 석석석석：：：：7,0007,0007,0007,000 엔엔엔엔    BBBB 석석석석：：：：5,0005,0005,0005,000 엔엔엔엔    CCCC 석석석석：：：：4,0004,0004,0004,000 엔엔엔엔 

 【【【【발매일발매일발매일발매일】】】】일반판매일반판매일반판매일반판매：：：：１２１２１２１２월월월월１９１９１９１９일일일일（（（（수수수수）））） 

【【【【전화예약전화예약전화예약전화예약】】】】일반일반일반일반 044044044044----520520520520----0200(10:000200(10:000200(10:000200(10:00～～～～18:00)18:00)18:00)18:00) 

    

아르테리카아르테리카아르테리카아르테리카    신유리신유리신유리신유리 2013201320132013        골든위크골든위크골든위크골든위크((((4444 월월월월 26262626 일일일일((((금금금금)))) ～5555 월월월월 6666 일일일일((((월월월월・・・・경경경경축일축일축일축일))))기간기간기간기간에에에에    개최개최개최개최！！！！ 
【【【【문의문의문의문의】】】】        가와사키・신유리 예술제 2013 실행위원회 사무국 

가와사키시 아사오구 만푸쿠지(川崎市麻生区万福寺)1-2-2 신유리 21 빌딩 B2 Tel：044-952-5024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상담상담상담상담    안내안내안내안내」」」」    （（（（무료무료무료무료））））    

    

   ・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 ０４４０４４０４４０４４－－－－４３５４３５４３５４３５－－－－７０００７０００７０００７０００    
 

언 어 요 일  언 어 요 일 

영어  월요일～토요일  중국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따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가와사키구약소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구약소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1, 3 목요일 14：00～16：30 영어 제1, 3 목요일 09：30～12：00 

중국어 제1, 3 화요일 14：00～16：30 중국어 제1, 3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제1, 3 화요일 09：30～12：00 

 

따갈로그어 제1, 3 수요일 14：00～16：30 

＊ ＊일본어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E-mail ：kiankawasaki@kian.or.jp 

＊ 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    의한의한의한의한    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무료상담회（일본어）  장소：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일시일시일시： 4444 월월월월 21212121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오후오후오후오후２２２２시시시시    ～～～～    ４４４４시시시시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