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일본어를  

잘 몰라요 � �어떻게�해요?�

�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 �

이웃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 �

병원에도 가고 싶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쇼핑, 학교, 병원, 은행 

등 생활에 필요한 말을 

가르쳐 줘요 � �

사이타마시 내에는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볼런티어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근처에도 있습니다.� 가볍게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타마시에서의 생활을 즐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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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일본어�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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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 �

사이타마시 내에있는 

일본어볼런티어교실  



학습형식 비용 연락처 교실명 학습형식 비용 연락처

오시는 길 활동장소 오시는 길

일본어 볼런티어 클럽 나가오　Tel 048-834-3392

「사쿠라」 nihongosakura2002@yahoo.co.jp

우라와 지방청사（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 JR기타우라와역 서쪽출구　도보8분

코무나레（파르코 위 ９F) JR우라와역 동쪽출구　도보1분

도부 노다선 이와쓰키 역 동쪽 출구

 도보로５분

오미야구청　회의실

회의실 번호는 문의해 주십시오.

사무국 Tel　①  048-684-2378  

                  ②  090-5336-2661

JR기타우라와 서쪽출구　도보8분

난가공민관　Tel 048-882-1721

주부공민관 JR오미야역 동쪽출구　도보7분

　＊사이타마시내에 있는 일본어 볼런티어 교실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계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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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한 학습자의 레벨에 맞추어 맨투맨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회금
1,000엔

１�３명

JR기타우라와 서쪽출구 도보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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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와 지방청사（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

1대1

일대일
（경우에 따라 그룹）

우라와 일본어 볼런티어 그룹

호리우치　Tel 048-640-6637

그룹

시노오미야센터 프라자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레벨별로 소인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반과 어린이반이 있습니다.

사이타마 일본어회

원칙은 １대１ 100엔／매회

지큐무라 1대1 또는 그룹

JR우라와역 동쪽출구 도보1분금요일　18:00�20:00（아동�일반）

제５금요일은 휴업

  ①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함　②어린아이와 함께 학습 함
  ＊어린아이와 함께 학습을 함우라와코스와 오미야 코스는 연말연시, 골든위크, 여름방학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국제교류센터 048-813-8500

금요일 10:00�12:00（보육가능�일반）

없슴
1대1

또는 그룹

JR오미야역 동쪽출구　도보５분
제５금요일은 휴강

활동일 시간

특색 메시지

없슴

니혼고노헤야 우라와 코스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국제교류센터　048-813-8500

　일본어학습을 통해서 서로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호를 쌓기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학습이나 일본문화소개등 년중 즐거운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일본어를 말해봅시다.

1대1
또는 그룹

없슴

수요일　13：30�15：00

일요일　10：30�12：00

이와쓰키 아동센터

없슴

경축일은 휴일.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있음

일대일
（또는 소그룹）

1대1

금요일　10:00�12:00（보육가능�일반）

도부 노다선 이와쓰키역 서쪽출구 앞

이와나카　Tel 090-8176-0377
http://www.geocities.jp/i_plaza05/

코무나레（파르코 위 ９F)
（국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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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9：00�21：00

일대일
（또는 그룹）

이와사와　Tel 048-757-7864

　일본어로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지 않겠
습니까? 때때로 즐거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쓰키역 동쪽출구 커뮤니티센터 2F
볼런티어 룸  ①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학습 함（오전코스）②어린아이와 함께 학습 함（오전코스）

 ③초등학생, 중학생의 학습지원（아동코스） ④일이 끝난뒤 즐겁게 학습할수 있슴（저녁코스 일반）

이와쓰키구약소 다목적실

 (왓쓰 동관3층）

이와쓰키 수요일 일본어교실

경축일은 휴일.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있음

１호개정판　사이타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봉사 교실

100엔／매회

없슴 

구명

일대일　또는 그룹
（상황에 따라 달라짐）

구
명

활동장소

교실명

활동일 시간

특색 및 메시지

 사이타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나 생활문화등 각개인의
 레벨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가공민관

우라와 지방청사（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화요일　10：00�12：00
목요일　10：00�12：00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레벨에 맞추어서 문법,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Waiting for you!

일본어로 말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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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9：00�21：00

없슴

이와쓰키 국제교류회 일본어
교실

없슴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그리고 중학생부터 어른까지 각각의 레벨에 맞추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회 １５분정도를 티타임 시
간으로 해서 학습자와 스탭들간의 즐거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목요일 10：30�14:00（부모와 자식 클럽）

니혼고노헤야 오미야 코스

도부노다선 이와쓰키역
도보０분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레벨에 맞추어서 일본어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 연중 즐거운 행사도 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아침반, 목요저녁반,
토요일반 3개의 반이 준비되어 있어 각자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BC일본어 클래스

시노오미야센타 프라자7F

목요일 10:00�12:00，18:30�20:30
토요일 14:00�16:00

「구스노키」
후지와라 Tel 090-3697-2437

기시쵸공민관 JR우라와역 서쪽출구　도보13분

　학습자의 요구를 참고하여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의 레벨에 맞추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넣어 서로간의 교류가 깊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10:00�12:00，18:30�20:30
수요일 18:30�20:30

월요일　10：00�12：00

가스야　Tel 048-886-1006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JR기타우라와역 동쪽출구 도보17분
또는 버스로 기타우라와역 동쪽출구 발
�요노동쪽출구행 료우케
  １쵸메 하차 ２분
�시립병원행 우라코우미나미 또는
　세가사키에서 하차 5분

JR오미야역서쪽출구　도보５분

JR오미야역 서쪽출구　도보５분
소닉빌딩 서쪽방면

가바사와　Tel 048-623-4880

지큐히로바

100엔／매회

토요일　10：30�12：00（월4회）

　학습자의 레벨, 희망에 맞추어 공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10：00�12：00

다무라　Tel 048-684-0910

원칙은 토요일　14：00�16：00



학습형식 비용 연락처

오시는 길

�

  1대1　또는

소그룹

JR우쓰노미야선　도로역 도보10분

도부 노다선　오미야 공원역 도보８분

없슴

100엔／매회
（교재비용）

　즐겁고 화기애애한 일본어 학습을 통하여 서로의 나라를 알아가며 또 생활에 필요한 회화실력과 현지문화에 익숙해 지기 위하여 함께 공
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쇼지　Tel 048-838-8527
일대일

또는 그룹

JR나카우라와 역 서쪽출구  도보15분
JR니시우라와 역 북쪽출구　도보20분

K
ita

제2�4토요일13:30�15:00（일본어）
15:00�16:30（활동）

다카기　Tel 048-686-2652

쓰치아이공민관

가나이　Tel 048-648-5086

화요일　10：00�12：00

원칙으로는 1대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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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볼런티어 클럽
「쓰치아이」

다카야나기　Tel 090-8804-4249

구명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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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토 공민관

나나사토 일본어 공부회

하루오카 공민관

특색 및 메시지등

활동일, 시간

화요일　10：00�12：00

원칙은 1대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 가능한 일본어교실입니다. 15：00부터의 「활동」은 게임을 하거나 실험, 요리, 낱말놀이등을 하면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마혼자 또는 아빠혼자만 그리고 아이들만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없슴

목요일　19：00�21：00
일요일　19：00�21：00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각개인의 레벨에 맞추어 각 개인이 요구하는 일본어 회화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도 연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지큣코 클럽2000

우에타케 공민관

교실명

도부 노다선 나나사토역
도보20분

　야간에 개최하고 있는 교실로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JR우쓰노미야선　히가시오미야역에서
국제흥업버스 후카사카나카에서 하차 8분

단포포 일본어교실

100엔／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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