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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082  

야마구치시 미즈노우에초 １-７ 3 층 

【TEL】083-925-7353  

【FAX】083-920-4144   

【Email】yiea.info@yiea.or.jp 

【URL】http://yiea.or.jp/ 

 

 

한국어（韓国語）  ＜2019년도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스케줄 안내 ２ ０ １ ９ 年度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講座スケジュール＞  

현내 15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일본어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분은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수강료 레벨・형식 주최・연락처 

시모노세키 

【봄】4/8~7/8 【가을】9/2~12/16 

【겨울】2020/1/20~3/9 

월요일 18:00~20:00 

가이쿄멧세 8 층 회의실 

（시모노세키시 후젠다 초 3-3-1） 

1,500 엔/ 

계절기간별 

※겨울:800 엔 

초급~중급 시모노세키 지구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회 

083-254-1669（신무라 新村
しんむら

） 클래스 

【전기】4 월~9 월 【후기】10 월~3 월 

매주 금요일 (셋째 금요일 제외) 

15:30~17:00 

히코시마 공민관  

（시모노세키시 히코시마 에노우라 초 

1-3-1） 

300 엔/ 

계절기간별 

초급~중급 
다문화 광장・히코시마 

080-3874-5404（토호 當房
とうぼう

） 소그룹 

우베 

【봄】4/17~7/10 【가을】9/25~12/11 

【겨울】2020/1/8~3/11 

수요일 19:00~21:00 

도키와공업회 회관 2 층 회의실 

※야마구치대학 공학부 앞 

（우베시 히가시 카지가에시１-10-8） 

500 엔/ 

계절기간별 

초급 일본어클럽 우베 

0836-33-0822（코데라 小寺
こ で ら

） 클래스 

매주 금요일 19:00~21:00 

매주 토요일 10:00~12:00 

우베시 근로청소년 회관 

（우베시 마쓰야마 초 1-12-1） 
무료 

초급~상급 그룹 콘니치와 

catsnagayama@hotmail.com(나가야마 永山
ながやま

） 소그룹 

야마구치 

【봄】4/20~7/13 【가을】9/21~12/7 

【겨울】2020/1/11~3/28 

토요일 15:00~17:00 / 12:30~14:30 

야마구치대학 국제교류회관 

※야마구치대학 내 

（야마구치시 요시다 1677-1） 

500 엔/ 

계절기간별 

초급 일본어클럽 야마구치 

083-925-2969（후키야 吹屋
ふ き や

） 클래스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0:00~12:00 
야마구치시 시민활동 지원센터 ‘사포란테’ 

복사비용 등 
초급 일본어클럽 야마구치 

083-901-1166（사포란테） 소그룹 

매주 토요일(공휴일 제외) 10:00~12:00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 교류라운지 

(야마구치시 미즈노우에정 1-7 3 층） 
200 엔/회당 

초급 일본어클럽 야마구치 

083-925-7353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  소그룹 

하기 

【봄】4/10~7/3 【가을】9/11~11/27 

【겨울】2020/1/15~3/18 

수요일 19:00~21:00 

하기 시민관 

※하기시청 옆 

（하기시 에무카이 495-4） 

1,000 엔/ 

계절기간별 

초급 
일본어클럽 하기 

090-7778-5759（나카시마 中嶋
なかしま

） 클래스 

호후 

【봄】5/7~7/23 【가을】9/3~11/26 

【겨울】2020/1/14~ 

화요일 19:00~21:00 

호후시 문화복지회관 

（호후시 미도리마치 1-9-2） 500엔/1개월당 

초급 호후 일본어 문화 교류회 

090-9062-3604（후지모토 藤本
ふじもと

） 클래스 

이와쿠니 

【봄】4/２~6/25 【가을】9/3~12/10 

화요일 19:00~21:00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1,000 엔/ 

계절기간별 

초급 이와쿠니 일본어교실 

090-3998-6939（타카시마 高嶋
たかしま

） 클래스 

매주 수요일 (공휴일 제외）13:30~15:00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500 엔/1 년당 

초급~중급 이와쿠니 일본어교실 ‘니지노카이’ 

090-5703-9265（카타야마 片山
かたやま

） 소그룹 

매주 목요일 (공휴일 제외）19:00~20:30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200엔/1개월당 

초급~상급 이와쿠니 일본어교실 ‘니지노카이’ 

090-6407-1345（카네모토 兼本
かねもと

） 소그룹 

나가토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9:30~20:30 

매주 토요일（공휴일 제외） 15:00~16:00 

나가토시 중앙공민관 

（나가토시 히가시 후카가와 1326-6） 
500엔/1개월당 

초급~중급 나가토 일본어클럽  

080-2145-3440（우에다 上田
う え だ

） 소그룹 

슈난 

【봄】4/18~7/4 【가을】9/19~12/5 

목요일 19:00~21:00 

슈난시 도쿠야마 보건센터 

※슈난시청 동쪽 

（슈난시 코다마 초 1-1） 

1,500 엔/ 

계절기간별 

초급 
일본어클럽 슈난 

083-973-0420（이시이 石井
い し い

） 클래스 

산요오노다 매주 금요일（공휴일 제외） 19:00~20:30 
다카치호 공민관 

（산요오노다시 히노데 3-11-11） 
무료 

초급~중급 오노다 일본어교실 강사회 

080-6322-6299（시바사키 芝
しば

﨑
さき

） 소그룹 

＜일본어 교실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일본어 교실에 가실 때, 사전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회장에 가셔서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강좌 스케줄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 연말연시, 오본(8월 중순) 등은  

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  

강좌의 자세한 내용은 각 회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스페

인어 팸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팸플릿은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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