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학기  9 월 5 일 부터 12 월 12 일（수요일）（15 회）7,650 엔 

3 학기 2019 년 1 월 9 일 부터 3 월 6 일（9 회）4,590 엔 
                                                                             교재비 별도 

야간코스는 

보육서비스없음 

2018 년 10 월～11 월호                                  한국・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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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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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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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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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회 [외국인이 본 가와사키] 포토 콘테스트 작품 모집 
직접 찍은 사진을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  마]   I(아이) love(러브) Kawasaki(가와사키) !! 

가와사키시내에서 촬영한 인물・풍경・물건 등으로 [재밌고], [즐겁고], [아름답고], 

[친절한] 등 가와사키시의 매력을 느낄수 있는 사진 

[응모자격]  가와사키시내 거주, 근무, 재학, 연령불문으로 외국과 관련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며, 작품은 일인당 ３점까지 응모가능 

[응모방법]  ①지참 혹은 우편（２L(127mmX178mm)사이즈） 

②홈페이지 e-mail: photocontest@kian.or.jp 로 응모해 주십시오. 

[응모기간]  9 월 18 일（화）부터 11 월 27 일（화） 당일소인 유효 

[심  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３점 결정 

입상자 및 작품은 2019 년１월 26 일(토) 이벤트에서 발표, 표창, 게시함 

 

외국인을 위한  즐겁고 도움되는 일본어 
 ・소수인원 그룹레슨  ・ 일본문화와 지역방재를 이해할 수 있는 행사 등이 있습니다. 

        오전코스   매주 화요일・금요일 ９：５０～１１：５０ 

   

 ２학기 9 월 18 일（화요일）부터 12 월４일（화요일）（22 회）11,220 엔 

 ３학기 2019 년 1 월 15 일（화요일）부터 3 월１2 일（화요일）（17 회）8,670 엔 

                                               교재비 별도 
※보육 있습니다.（1 살이상. 무료） 

 야간코스   매주 수요일 １８：３０～２０：3０ 

 
 

 

 

 

 

 ・ 자세한 것은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와사키시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일본어 교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곳에서 가까운 일본어교실을 찾을수 있습니다.） 

・ 수강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an.or.jp/hlkwsk.html）に掲載し에
http://www.kian.or.jp/
mailto:kiankawasaki@kian.or.jp
mailto:photocontest@kian.or.jp


참가무료 

 

[가와사키시립 초등학교 입학] 신청 절차에 관한 안내  
 

2019 년４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분들께 

외국국적의 어린이가 가와사키시립 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와사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중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9 월 하순경 교육위원회에서 입학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대 상]   2012 년 4 월 2 일 부터 2013 년 4 월 1 일에 출생한 자녀 

[필요한 서류] ・취학신청서（구청・학교에 있습니다） 

        ・주소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청]   10 월 상순까지 

    （11 월 경에 입학예정인 초등학교에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문  의]  구청구민과 또는 지소구민센터 

※ 중학교 입학에 관해서는 １２월 이후에 안내・접수 합니다.  

 

윈터 게더링 ＆ 울롱곤 대학생 교류회 

올해도 있습니다. 이번회는 오스트레일리아・울롱곤대학생, 외국인, 일본인이 교류하며 국제이해를 추진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전단지로 안내합니다. 

[일  시]  2019 년 1 월 26 일（예정） 

[장  소]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홀 

 

예년과 같이 올해도 개최합니다！  

2018 년 10 월 13 일 (토) 

[불꽃 쏘아올리는 시간] 18:00～19:00（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해 주십시오. 

https://sp.jorudan.co.jp/hanabi/spot_103697.html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창구 안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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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가와사키구청・아사오구청 무료 외국인상담창구는 2018 년(헤세이 30 년) 3 월에 종료되었습니다.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상담은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예약해 주십시오） 

・일시： 10 월 21 일（일）,  11 월 18 일（일） 14:00～16:00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２층 협회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