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웁시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이타마 시내에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볼런티어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참가해 보십시오.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어 사이타마 시에서의  

 생활을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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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원】  공익사단법인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STIB）국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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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히가시타카사고초 11-1 코무나레 9 층 
      
                Tel: 048-813-8500 Fax: 048-887-1505 E-mail: iec@stib.jp 
                URL: http://www.stib.jp/kokusai 

사이타마 시내에 있는 

    일본어 볼런티어 교실 

２０１８년 ６월 발행 

 

61 호 

 

 

         일본어 교실 

 

발행：(공사)사이타마 관광국제협회（STIB） 국제교류센터(IEC) 

                               １호 개정판 

 

 



구

　　      도보 8분

　　　　　　　　　　          18:30〜20:30

　　　　　　　수요일       수요일 18:30〜20:30            버스 있음

１０００엔

2

우

라

와

3

4

5

6

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실 난가난가 공민관

　　　   18:30〜20:30

토요일토요일 14:00〜16:00

오노

048-832-6758

학습학습 시간은 3 패턴이 있음.
여러여러 이벤트도  있음

기타우라와역기타우라와역 서쪽 출구

오오 시 는  길 연연 락 처 비비 고

 우라와 일본어 볼런티어

그룹그룹 「구스노키」
기시초기시초 공민관

이와쓰키구청이와쓰키구청 3층 다목적실

교교 실 명 장장 소 활동일・시간

수요일수요일 19:00〜21:00 이와쓰키역이와쓰키역 동쪽 출구 앞
이와사와

048-757-7864

이와쓰키이와쓰키 국제교류회

일본어일본어 프라자

월요일월요일 19:00〜21:00

이와쓰키이와쓰키 수요일

일본어일본어 교실

http://www.geocities.jp
/i_plaza05/

활동활동 소개

우라와역우라와역 서쪽 출구

도보도보 13분

마쓰오

090-6150-5666

090-8176-0377

이와나카

일본어로일본어로 말하는 모임

우라와지방청사

（사이타마현（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

회）

화요일화요일 10:00〜12:00

목요일목요일 10:00〜12:00

화요일화요일 10:00〜12:00

도보도보 17분

　　    도보 8분

난가난가 공민관

048-882-1721

가바사와

048-623-4880

1
이

와

쓰

키

기타우라와역기타우라와역 서쪽 출구

목요일목요일 10:00〜12:00

이와쓰키역이와쓰키역 동쪽 출구 앞

이와쓰키이와쓰키 아동센터 목요일목요일 10:30〜12:30
이와쓰키역이와쓰키역 동쪽 출구 도

보보 5분

왓쓰왓쓰 서관 ２F

NBC 일본어 클래스
우라와지방청사

(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
회）

월요일월요일 10:00〜12:00

1회 １００엔

매회매회 티타임 있음

입회할입회할 때

기타우라와역기타우라와역 동쪽 출구

１호１호	개정판		사이타마시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볼런티어	교실　

매회매회 티타임 있음  



구

　금요일 금요일 10:00〜12:00

nihongosakura2002@ya
hoo.co.jp

아사이

090-5300-7444

미카미

048-834-3392

　③　 ③ 18:00〜20:00

우라와역우라와역 동쪽 출구

도보도보 1분

코무나레코무나레 ９층

　　　（파르코   （파르코 위）

7
   일본어 볼런티어 그룹

「사쿠라」

      우라와지방청사

（사이타마현（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

회）

수요일수요일 13:30〜15:00

일요일일요일 10:30〜12:00

8 니혼고노헤야니혼고노헤야 우라와코스

　금요일

　①　 ① 10:00〜12:00

　②　 ② 18:00〜20:00

기타우라와역기타우라와역 서쪽 출구

도보도보 8분

우라와역우라와역 동쪽 출구

도보도보 1분

코무나레코무나레 ９층

　　　（파르코   （파르코 위）
우

라

와

교교 실 명 장장 소 활동일・시간

9

오

미

야

니혼고노헤야니혼고노헤야 오미야코스 오미야구청오미야구청 회의실 국제교류센터

　 048-813-8500

10 사이타마사이타마 일본어 모임 시노오미야시노오미야 센터프라자 9층 오미야역오미야역 서쪽 출구

12 지큐무라

시노오미야시노오미야 센터프라자

제제1・3주９F, 제2・4주 6F

11 지큐히로바 오미야오미야 중부 공민관

토요일토요일 14:00〜16:00

담당②080-9818-9988

사무국

오미야역오미야역 동쪽 출구

도보도보 ６분

토요일토요일 10:30〜12:00
오미야역오미야역 동쪽 출구

호리우치

다무라

도보도보 7분 048-684-0910

담당①048-684-2378

　도보 도보 5분

수요일수요일 10:00〜12:00
048-640-6637

 ① 보육 포함

 ②  어른, 고등학생 대상

 ③ 초등학생 , 중학생 대상

공부를공부를 도와 드립니다.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연연 락 처

문의처

오미야역오미야역 서쪽 출구

　　　도보   도보 5분

http://www.stib.jp/kokus
ai/act.shtml

성인반성인반,  어린이반 있음

1회 １００엔

1회 １００엔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http://www.stib.jp/kokus
ai/act.shtml

보육보육 포함

국제교류센터

048-813-8500

비비 고오오 시 는  길



구

    학습과학습과	활동	있음

                                      * 참가를 희망할 때는 꼭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1대 1로 공부합니다. 참가자의 인원에 따라 그룹 활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일요일, 시간, 장소는 상기에 따라 행하지만, 이벤트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오 시 는  길 연연 락 처

13 지큣코지큣코 클럽 2000

도로역

도보１０분 다카야나기

오미야공원역 090-8804-4249

도보８분

기

타
우에타케우에타케 공민관

13:30〜15:30

제제2・４토요일

사

쿠

라

14
 일본어 볼런티어 클럽

「쓰치아이」

화요일 도보도보 13분 아쓰카와

10:00〜12:00 니시우라와역니시우라와역 북쪽 출구 048-861-4879
쓰치아이쓰치아이 공민관

도보도보 14분

나카우라와역나카우라와역 서쪽 출구

15 단포포단포포 일본어 교실 하루오카하루오카 공민관

화요일 나가이

후카사쿠나카후카사쿠나카 하차 048-686-8506 1회

도보도보 ８분

048-686-2652
16 나나사토나나사토 일본어 공부회

미

누

마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하고 있습니다.

17 나나사토나나사토 공민관
나나사토역 다카야나기

19:00〜21:00

나나사토나나사토 공민관
다카기

10:00〜12:00

히가시오미야역에서히가시오미야역에서 버스 교재교재 비용

지큣코지큣코 클럽 2000
제제2・４토요일

10:00〜12:00 도보도보 ２０분 090-8804-4249

비비 고

부모와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

가능가능, 학습과 활동 있음

１００엔

목요일

19:00〜21:00

일요일 도보도보 ２０분

나나사토역

활동일・시간교교 실 명 장장 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