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０１５년６월호                                 한국・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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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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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211-0033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키즈키키온죠 2－2   

Tel:044-435-7000 Fax:044-435-7010 http://www.kian.or.jp/                E-mail：kiankawasaki@kia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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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교향악단 전수석 클라리넷 연주자인 도가메 마사시씨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주합니다. 어른에서 어린이까지 즐길수 있는 본격적인 콘서트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점점 작아지는 클라리넷 

♪당근이나 무가 클라리넷으로？ 

♪세계의 목관악기(스코틀랜드의 바그 파이프와 터키의 주르나） 

 

【일 시】2015 년 6 월 13 일（토）14：00  

【장 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홀（도큐토요코선・메구로선「모토스미요시역」 도보 10 분） 

【티  켓】일반  1,540 엔, 중고생 1,020 엔, 초등학생 이하 510 엔 

（당일권은 좌석이 있을 경우 요금에 510 엔 추가됩니다） 

【신  청】전화,  FAX, 메일,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 최】（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TEL:044-435-7000  FAX:044-435-7010 

E-mail: kiankawasaki@kia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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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０１２０１２０１２０１５５５５    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인터내셔널・・・・페페페페스티벌스티벌스티벌스티벌    inininin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매년 펼쳐지고 있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올해도 개최됩니다. 

세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참가하세요～. 

【일시】 2015 년 7 월 5 일（일） 10：00 ～ 16：30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내용】 ◆세계의 요리코너 

◆각 국의 민예품과 액세서리 등 판매 

◆외국인시민의 춤과 민족악기 연주 

◆각 국 대사관의 기획전   ◆유가타 입어보기 체험,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체험,  

와타이코(일본 전통 북) 연주, 스탬프릴레이, 프리마켓 등 

【문의】（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TEL:044-435-7000 

 

입장무료입장무료입장무료입장무료！！！！    

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행정서사에    의한의한의한의한    무료무료무료무료        

상담상담상담상담    코너도코너도코너도코너도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어학교실어학교실어학교실어학교실    
【기 간】 2015 년 7 월 21 일（화）～23 일（목）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정 원】 각 클래스 15 명（응모자 다수의 경우 추첨） 

【수강료】 각 3,080 엔（교재비 포함） 

【신청방법】 왕복엽서 （1 매에 1 명, 1 교실）에 ①교실명 ②참가어린이 이름・후리가나 ③나이 

④주소  ⑤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회신용에는 보호자 성명 ・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왕복엽서 이외의 응모는 무효가 됩니다. 

【마 감】 2015 년 7 월 6 일（월）반드시 도착 

교 실 명 시 간 대상 연령 강 사 

어린이 영어 A 9：50～10：50 초등학교 1・2 학년생 

어린이 영어 B 11：00～12：00 초등학교 3・4 학년생 

리아 

（필리핀출신,어학강사） 

어린이 포르투갈어 13：00～14：00 
5 살～10 살 

（보호자 입실 가능） 

하레 다 실버 다나카 

마호 다나카 

(국제이해교육지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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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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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엑엑엑세스세스세스세스    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가와사키    ７７７７개개개개    국어국어국어국어    정보정보정보정보」」」」    
가와사키 FM(79.1MHz)에서는 가와사키시의 공지와  

가와사키시의 이벤트 정보를 7 개 국어 (일본어・한국 

조선어・포르투갈어・중국어・스페인어・ 영어・타갈로그 

어)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www.kawasakifm.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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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센터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상담상담상담상담    안내안내안내안내」」」」((((무료무료무료무료))))    
궁금한궁금한궁금한궁금한    것이것이것이것이    있거나있거나있거나있거나    곤란한곤란한곤란한곤란한    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에는    상담해상담해상담해상담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상담업무일정상담업무일정상담업무일정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전화전화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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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 구청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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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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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6월월월월 21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１４：００～１６：００１４：００～１６：００１４：００～１６：００１４：００～１６：００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