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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터            게 더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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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ＨＰ（http://www.kian.or.jp/hlkwsk.html）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211-0033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木月祗園町 2－2   

℡044-435-7000 Fax044-435-7010   http://www.kian.or.jp/   E-mail：kiankawasaki@kian.or.jp 

 

2016 WINTER GATHERING 
겨울에 열리는 즐거운 이벤트 "Winter Gathering（윈터 게더링）" & "유학생과 교류회" 가 

올해도 개최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6 년 12 월 10 일（토）13:00～16:30 

【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홀 

【 프로그램 】 

❤ 「외국인이 본 『가와사키』사진 콘테스트」시상식 

❤ 세계의 음악・춤 무대＆교류 워크샵 

국제볼런티어학생협회（IVUSA 이뷰사）, INRAYOG 인라요그（필리핀무용）, 

유학생의 연주, Corazón Latino 코라손 라티노（ZUMBA 줌바） 

❤ 세계의 차와 전통과자 시식（러시아・중국・브라질・베트남） 

❤ 다문화체험（중국 페이퍼 커팅(종이를 오려 만드는 종이공예)・민족의상 입어보기） 

❤ 정보코너 행정서사에 의한 상담회・학습지원사업 소개 

 

 

 

 

 

 

후레아이 교류회「중국요리」 

중국요리를 만들며 교류합시다! 교자(만두)는 교자피부터 손으로 만듭니다. 

【일 시】  2017 년 2 월 2 일（목）11:00～14:30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요리실 

【정  원】   ２０명（응모자다수의 경우 추첨） 

【강 사】  金 恵娟 씨 (Ms. Kin Kei Ken) （중국출신） 

【메  뉴】   가리비와 새우가 들어간 교자・계란스프・중화샐러드・아몬드젤리（杏
あん

仁
にん

豆
とう

腐
ふ

） 

【참가비】   1,540 엔(당일지불합니다） ※보육있음（예약필수・１살이상 ３명까지） 

【신청방법】 왕복엽서로 신청해 주십시오. 엽서 1 장에 ２명 까지  

① 강좌명「중국요리( 中
ちゅう

国
ごく

料
りょう

理
り

)」 ②이름(２명의 경우는 ２명 이름) 

②  주소 ④언제나 연락가능 전화번호   2017/1/19（목）반드시 도착 

참가무료 

참가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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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일본 초등학교는 어떤 곳？』『입학 할 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은？』『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 설명회에 가도 이해가 안된다. 』등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걱정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학용품 등의 프리마켓도 있습니다. 

【일 시】2017 년 1 월 21 일（토）14:00～16:30  

【장 소】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2F 

※통역・보육 있음（예약이 필요합니다,무료） 

 

제２２회 외국인시민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출전자 모집 

가와사키시 재학・근무 또는 가와사키시내 일본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모방법】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전화 044-435-7000） 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  감】  2017 년 1 월 20 일 반드시 도착. 

【일  시】 2017 년 2 월 18 일（토） ※우천 등으로 중지되는 경우, 3 월 4 일（토）로 연기합니다. 

스피치 콘테스트 13:00～15:30  입장무료  ※휴식시간에는 크라운（삐에로）퍼포먼스있음 

교류회  15:30～16:30  참가무료 

【장  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홀 

 

가와사키시에서는 3 년 연속 수용된 강아지의 살처분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존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동물애호센터에는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동물애호 

센터에서의 입양』 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주인이 되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예정일】  2016 년 12 월 18 일（일）／ 

2017 년 1 월 15 일（일）／2017 년 2 월 19 일（일）／2017 년 3 월 19 일（일） 

【시간】모든예정일 14:00～16:00  【문의】 동물애호센터 전화：044-766-2237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 

   ・상담시간 (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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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구청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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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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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12 월 18 일(일) ／1 월 15 일(일) １４：００～１６：００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유료） 

참가무료 
참가신청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