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韓国語）

＜2021 년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일본어 교실 / 令和３年度 外国人住民のための日本語教室＞

현내 16 곳에 자원봉사자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 꼭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수업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가하시기 전에 일본어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모노세키

일정
【봄】 4/12～7/5 【가을】 9/6～12/6

시모노세키 생애학습 플라자

【겨울】 2022/1/24～3/14

DREAM SHIP 2F

월요일(공휴일 제외) 18:00～19:30
【봄】 5/12～7/14 수요일 19:00～20:30
【가을】 9/29～12/8 (11/3 휴무)
우베

【겨울】 2022/1/12～3/16
매주 토요일 10:00～12:00

야마구치

하기

히카리

이와쿠니

(우베시 마츠야마초 1-12-1)

토요일 15:00～17:00 / 12:30～14:30

(야마구치시 요시다 1677-1)

【봄】 4/14～7/7 【가을】 9/8～12/1

하기시 종합복지센터 ※첫번째에만

【겨울】 2022/1/12～3/23

(하기시 에무카이 510)

수요일 19:00～21:00

※2 회째 이후부터 온라인(Zoom)

【겨울】 2022/1/18～

매주 화요일 13:00～15:00
매주 목요일 17:00～20:00

호후시 문화복지회관
(호후시 미도리마치 1-9-2)
키라보시관
(구다마쓰시 니시토요이 1247 2F)
히카리시 생애학습센터
(히카리시 시마타 4-14-3)

【봄】 4/13～7/6 【가을】 9/7～12/7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화요일 19:00～21:00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매주 수요일(8 월・공휴일 제외)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13:30～15:00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어린이반 17:30～18:30 성인반 19:00~20:30
매주 금요일(공휴일 제외) 10:00～11:30

이와쿠니시 복지회관
(이와쿠니시 마리후마치 7-1-2)
나가토시 중앙공민관
(나가토시 히가시후카와 1326-6)

【봄】 4/15～7/8 【가을】 9/16～12/9

슈난시 도쿠야마 보건센터

목요일(공휴일 제외) 19:00～21:00

(슈난시 고다마초 1-1)

4/11～2022/3/6(총 30 회)
일요일(월 3 회 정도) 10:00～11:30
※대화 교류형 수업

산요오노다

우베시 근로청소년 회관

※야마구치대학 내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슈난

【가을・겨울】 시간・장소미정

【겨울】 2022/1/8～3/19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19:00～20:30

나가토

【봄】 온라인(Zoom)

야마구치대학 국제교류회관

화요일 19:00～21:00
구다마쓰

(시모노세키시 호소에초 3-1-1)

【봄】 4/17～7/10 【가을】 9/18～12/4

【봄】 5/11～7/27 【가을】 9/7～11/30
호후

장소

매주 금요일 (공휴일 제외) 19:00～20:30

슈난시 도쿠야마 보건센터
(슈난시 고다마초 1-1)
다카치호 공민관
(산요오노다시 히노데 3-11-11)

수강료

수준・형식

1,500 엔/ 학기

초급～중급

※겨울 1,000 엔

중규모
초급

무료
중규모
무료

초급～상급
소규모
초급

500 엔/ 학기

중규모
초급

1,000 엔/ 학기
중규모
초급
500 엔/ 월
중규모
500 엔/ 월
무료
1,000 엔/ 학기
500 엔/ 년
200 엔/ 월

중급
중규모
초급～중급
중규모
초급
중규모
초급～중급
소규모
초급～상급
소규모
초급～중급

100 엔/ 회

1,500 엔/ 학기

200 엔/ 회

소규모
초급
중규모
초급 후반 이상
소규모

무료

초급～상급
소규모

주최・연락처
시모노세키 지구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모임
083-254-1669 (담당: 신무라)

【일본어 교실에 참가하시는 분께】

090-5706-2503 (담당: 스기하라)

일본어 강좌 일정은 변경될 수

일본어 클럽 우베
0836-33-0822 (담당: 고데라)
그룹 곤니치와(담당: 나가야마)

있습니다. 공휴일 및 연말연시,
오봉(8 월 중순) 등, 특정 기간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최처에 문의 바랍니다.

catsnagayama@hotmail.com

【전단지】

일본어클럽 야마구치

스페인어 전단지가 있습니다.

083-925-2969 (담당: 후키야)

이 전단지는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일본어 클럽 하기

있습니다.

090-7778-5759 (담당: 나카시마)
호후 일본어문화 교류회
090-9062-3604 (담당: 후지모토)
히카리 즐거운 일본어 alotgotm22@gmail.com
080-1904-5353 (담당: 모리)
히카리 즐거운 일본어 alotgotm22@gmail.com
080-1904-5353 (담당: 모리)
이와쿠니 일본어 교실
090-1153-9106 (담당: 마츠무라)

【종합 문의】

공익재단법인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
Yamaguchi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公益財団法人 山口県国際交流協会
〒753-0082
야마구치시 미즈노우에초 １-７, 3 층
【TEL】083-925-7353

이와쿠니 일본어 교실 니지노카이

【FAX】083-920-4144

080-3880-2149 (담당: 후지야마)

【Email】yiea.info@yiea.or.jp

이와쿠니 일본어 교실 니지노카이

【URL】https://yiea.or.jp/

090-6407-1345 (담당: 카네모토)
나가토 일본어 클럽
080-2145-3440 (담당: 우에다)
일본어 클럽 슈난
083-973-0420 (담당: 이시이)
일본어 클럽 슈난
090-2009-7336 (담당: 아사다)
오노다 일본어교실 강사회
080-6322-6299 (담당: 시바사키)

※그 외 일본어교실(일정 미정)
【시모노세키】일본어 다문화 광장
월 1 회・토요일
카쓰야마 공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