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츠시카 심포니힐즈

국제교류
가츠시카 심포니힐즈에서는 가츠시카구에 거주하시는 외국 분들이 더 편리하고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 활동의 지원, 국제 교류 이벤트의 개최, 그리고 편리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일본어교실
가츠시카구 내에서는 자원봉사자 일본어 교실이 9 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줍니다. 일본어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듣거나 여러 나라 친구를 만들거나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각 단체에

동아리 이름

일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장소

담당자

일본어로 놀자

수요일

신코이와 학습교류관

미야자끼

(日本語で遊ぼう会)

14:00-16:00

(新小岩学び交流館)

03-5670-1557

(8월은 여름 방학)

니시신코이와 4-33-10

목요일의 일본어 교실

목요일

카츠시카 심포니 힐즈

(木曜日の日本語教室)

19:00-21:00

(かつしかシンフォニーヒルズ)

타지마
03-3603-0855

(8월은 여름 방학)

타테이시 6-33-1

금요일

신코이와 학습교류관

나카무라

10:00-12:00

(新小岩学び交流館)

080-6631-3712

(日本語の会「いろは」新小岩/午前)

(8월은 여름 방학)

니시신코이와 4-33-10

일본어모임「이로하」

금요일

신코이와 학습교류관

아이코

14:00-15:30

(新小岩学び交流館)

090-8722-1547

(8월은 여름 방학)

니시신코이와 4-33-10

일본어모임「이로하」
신코이와

(오전)

신코이와(오후)
(日本語の会「いろは」新小岩/午後)

일본어모임「이로하」카메아리

금요일

카메아리 학습교류관

니시무라

(日本語の会「いろは」亀有)

10:30-12:00

(亀有学び交流館)

090-3549-1480

오하나 자야 3-5-6
일본어의 보라보라

금요일

신코이와 학습교류관

이시그로

(日本語

19:00-20:45

(新小岩学び交流館)

090-4464-7641

(8월은 여름 방학)

니시신코이와 4-33-10

토요일

카츠시카 심포니 힐즈

ボラボラ)

아시아의 회
(アジアと交流する市民の会)

19:00－21:00

(かつしかシンフォニーヒルズ)

오쓰카
080-3410-9206

타테이시 6-33-1
일본어모임「사구라」

월요일

가메가오카

모임교류관

（日本語の会「さくら」）

10:00-11:45

（亀ヶ岡集い交流館）

다카하시
090-3063-5329

히가시 가나마지
2-5-20-109
어린이용 교실
나카요시

격주 토요일

구내 공공 시설

우라야마

14:00-16:00

회의실

070－6636－8068

※문의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이벤트
가츠시카 심포니힐즈에서는 세계 문화와 일본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국제교류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최신 정보는 이 홈페이지의 "외국인을 위한

정보 (일본어)"를 체크하십시오.

가츠시카 국제교류 뉴스
가츠시카 심포니힐즈에서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년에 6번 “가츠시
카 국제교류 뉴스”를 발행합니다.
구내 이벤트 정보, 외국인에게 편리한 정보, 일본문화 소개 등을 영어,
중국어, 간단한 일본어로 게재합니다. 가츠시카구 내의 역에 있는 홍보
스탠드, 도서관, 배움교류관,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십시오.

http://www.k-mil.gr.jp/kie/foreign/japan.html
가츠시카 심포니힐즈 정보지 「밀(MIL)」
가츠시카 심포니힐즈에서는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의 1 년에 6 번 정
보지「밀(MIL)」을 발행합니다.
콘서트 등 공연 정보, 문화 예술의 창조 및 국제교류 사업을 일본어로 게재합
니다. 「밀(MIL)」은 발행월 초에 가츠시카구 내의 각 가정 우편함에 배달됩니
다. 꼭 읽어 보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북
가츠시카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의 가이드 북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표기된

가이드

북이

있습니다.

후리가나가

붙어

있는

일본어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책자는

가츠시카

심포니힐즈

별관

2

층에

있는

“국제교류

코너”와

가츠시카구청의 외국인 등록 창구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mil.gr.jp/kie/foreign/index.html
국제교류 코너
가츠시카 심포니힐즈 별관 2 층에 위치한 “국제교류 코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또한 가츠시카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과
국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본인을 위한 편리한 정보, 외국어로
표기된 책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문의>>
가츠시카 심포니힐즈
국제교류 담당
〒124-0012
도쿄도 가츠시카구 다테이시 6-33-1
TEL: 03-5670-2231
FAX: 03-5678-1546
Email: intl@k-mil.g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