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와라판 １０월호 알림 

 

○강연회 「슬로베니아 ～동유럽의 소국·그 역사와 매력」 

외무성에서 ４３년동안 근무한 강사가 근년 관광스폿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역사와 함께 그 

나라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시: 10 월 14 일(토)13:00～15:00 

장소: 팔레트카시와 A,B,C 

강사: 이시구레 토시미츠씨 (전 슬로베니아 대사) 

정원:５０명         비용:４００엔 

신청:10 월 13 일까지 KCC 사무실에 직접 아니면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２０１７년도 ４자매·우호 도시 파견 청소년 “합동 귀국 보고회” 

괌,캠던,토런스,승덕을 방문한 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귀중한 체험을 

보고합니다. 보고 후 시장님과의 간담회  예정도 있입니다. 

일시: 10 월15 일(일) 13:30～16:30 (접수는 13:00～) 

장소: 팔레트카시와 오픈 스페이스 

신청: 직접 이벤트장소에 오십시오 

문의: KCC 사무소 

 

○일본어 쇼난 교실 학습 발표회 

일시: 10 월 19 일 (목)10:00～12:00        장소: 쇼난 근린센터  집회실２ 

신청: 10 월 11 일(수)까지  KCC 사무소에 직접 아니면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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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람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 

외국인 여러분  곤란한 일은 없으십니까? 변호사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파트너의 폭력, 이혼, 직장에서 곤란한 일등… 먼저 예약을 해주세요! 

일시: 10 월 25 일(수)13:00～15:00       장소: 팔레트카시와 F 

예약: KCC 사무소 

 

○할로윈 파티 

일시: 10 월 29 일(일)13:00～15:00        장소: 팔레트카시와 오픈 스페이스 

내용: 코스튬을 입고 할로윈의 과자를 먹거나 게임을 하면서 같이 놉시다. 

어른도 어린이도 대환영입니다! 

비용: ５００엔(초등학생 이상)   정원:１００명  

신청: 10 월 20 일(금)까지 KCC 사무소에 직접 아니면 이메일로  boshu-2@kira-kira.jp 

 

○일본어 카시와, 카시와노하 교실 과외 수업 

옛날의 거리가 남아 있는 노다시의 가도 산책, 향토 박물관, 시민 회관에 있는 넓은 방에서 점심 먹기, 

모노시리 쇼유관(박식한 간장관), 御用(어용) 창고까지 구경을 합니다. 

일시: 10 월 29 일(일) 비가 와도 갑니다. 

집합: 9:50   토부 어번파크라인 노다시역 개찰구     소지품: 도시락, 음료수 

신청: 10 월 13 일(금)까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일본어 교실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국제 교류 사진전 개최와 작품 모집 ～회장에 오신 분의 투표로 상이 결정 됩니다～ 

전시 기간: 11 월 19 일(일)～23 일(목·공휴일) 10:00～17:00 (마지막 날은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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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소: 팔레트카시와 오픈 스페이스 

투표 기간: 11 월 19 일(일)～22 일(수) 

표창 발표: 11 월 23 일(목·공휴일) 14:30～ 

사진전 개요: ○외국에서 찍은 사진, 외국분과의 만남, 유머 있는 사진등 

            ★촬영기술을 겨루는 사진전이 아닙니다. 

사진전에 응모하시고 싶으신 분은 10 월２일(월)～10 월 31 일(화)까지 사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 문의： 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카시와시 국제 교류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살롱 개최중 

중국어로 즐겁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불요. (당일에 

카시와시 국제 교류 센터로 오세요 ) 

일시:매월 제３ 수요일 10:00～ 11:30      장소: 팔레트카시와     비용: 무료 

 

다른 단체로 부터의 알림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부모와 어린이를을 위한 진로 가이던스 2017 in CHIBA 

일본의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외국인 중학교 2, 3 학년생과 부모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일시: 10 월 15 일(일) 13:30～16:30 

장소: 마츠도 시민회관 (JR 마츠도역 도보 10 분) 

비용: 자료비 100 엔     주최: 보소（房総） 일본어 네트워크, 진로 가이던스 실행 위원회. 

문의: 시라타니 슈이치 (TEL 043-424-4364、 080-3175-9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