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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게더링(Winter Gathering) 2014      

     「함께 만드는 다문화 모임」 

  방재강좌, 포토 콘테스트, 그룹 섹션, 세계의 음악, 
  세계의 차와 과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내 용】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내가 좋아하는 도시(거리)를 소개합니다』교류회 

○「외국인 시민이 본 가와사키」 포토 콘테스트 표창식 

○ 방재강좌 （외국인 시민을 위한 강좌「재해에 대비하자」） 

○ 세계의 음악 （라틴 기타, 필리핀 가수） 

○ 세계의 차・과자  

【일 시】 １２월１３일（토）１３：００～１６：００（개장１２：３０）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홀  

【참가비】 ３００엔（중학생 이상） 

【신  청】 １１월１일 부터  전화・FAX・직접방문 

【문  의】 （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TEL：044-435-7000 FAX : 044-435-7010 

  
 

제 20 회 「외국인 시민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출전자 모집！！ 

        「모집기간」～2015 년 1 월 2３일（금）까지 

              콘테스트에 참가할 외국인을 모집합니다. 

콘테스트 종료후에는 참가자와 입장자의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５년 2 월 1４일（토）13:00～16:00  입장무료! 

【 장 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홀（콘테스트） 및 리셉션룸（교류회） 

【출전자격】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일본에 온지 5 년 이내의 외국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 

①  가와사키시내의 대학,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②  가와사키시내의 시민관 등에서 일본어 학습을 하고 있는 분 

③  가와사키시내의 기업・사업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연수생 

①과②는 학교장의 추천, ③은 근무지 소속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훈련 안내 

         개최일  201５년 2 월 2４일（화） 

   지진체험차 및 ＡＥＤ 체험도 있습니다. 참가 무료!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http://www.kian.or.jp/hlkwsk.html）
http://www.kian.or.jp/
mailto:kiankawasaki@kian.or.jp


 
연말연시 휴일 응급환자 진료소・소아응급센터   

휴일에 갑자기 열이 났을 때 초기진료를 「휴일 응급환자 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 진료일 】  일요일, 축일, 12 월３０일 부터 1 월 4 일 까지의 연말연시 
【접수시간】  오전：9：00～11：30     오후：13：00～16：00 

  【휴일 응급환자진료소・소아응급센터 문의처】 
  ★ 접수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진료를 받으실 때는 전화로 확인한 후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급의료정보센터（24 시간대응, 치과안내・의료상담 제외） ℡ 044-222-1919 

           

「연말연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각 지역의 예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일을 지킵시다. 

        ※대형쓰레기는  사전 신청제 입니다.  

대형쓰레기 접수 센터 ：０４４－９３０－５３００ 

【접수시간】오전８시 부터 오후４시３０분 까지 

    ・가와사키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２４시간, 연중무휴 접수 

가와사키시의 쓰레기 배출은 「쓰레기와 자원물의 분리방법・배출방법」 팜플렛 참조!! 

○ 구청 및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등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 일본어에 후리가나를 달아놓은 것,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이용해 주십시오.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상담 무료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 

 ・상담시간 (오전 １０시 부터 １２시, 오후 １시 부터 ４시） 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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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가와사키 구청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 구청 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１・제３ 목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영어 제１・제３ 목요일 ９：３０～１２：００ 

중국어 제１・제３ 화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중국어 제１・제３ 화요일 ９：３０～１２：００ 

타갈로그어 제１・제３ 화요일 ９：３０～１２：００ 타갈로그어 제１・제３ 수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 일본어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세요.E-mail: kian@kawasakikian.or.jp  

☆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 （일본어） 장소：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12월 21일・2015년 1월 18일（일요일） 오후 2 시 ～４시 （통역은 예약이 필료합니다. 유료） 

남부 소아응급센터 
   （가와사키병원 내） 

０４４－２３３－５５２１   토・일・축일・연말연시는 24 시간 접수 

야간 17:00～다음날 아침 8:30 접수 

가와사키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２１１－６５５５ 

사이와이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５５５－０８８５ 

나카하라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７２２－７８７０ 

중부 소아응급센터 ０４４－７３３－５１８１ 야간 18:30～23:00 일본의과대학병원내 

다카츠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８１１－９３００ 

미야마에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８５３－２１３３ 

다마 휴일 야간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９３３－１１２０    야간 18：30～２２：30(내과) 접수 

           야간 18：30～다음날 아침 5：30(소아과)접수 북부 소아응급센터 

아사오 휴일 응급환자진료소 ０４４－９６６－２１３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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