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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年
○제 ６회 외국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in 가시와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느낀 것, 전하고 싶은 것을 외국인 여러분이 발표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최신정보는 KCC 홈페이지

https://www.kcc.kira-kira.jp/events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로 인하여 회장에서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일시：2 월 13 일(일）13:00～16:00
온라인 시청자 모집:홈페이지에서 등록을
참가비：무료

○제 2 회 프렌드십 타임
「인도네시아, 우리들이 보고・느낀 것～인도네시아 생활 약 30 년」
일시：3 월 5 일(토)13：00～14：30
장소：팔레트 가시와 다목적 스페이스 A
내용：일본의 약 5 배 넓이로, 약 18,000 이상의 섬과 약 490 의 다른 민족의 인도네시아와
문화, 약 30 년의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일어난 3 개의 큰 시대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사：中河原義啓（나카가와라 요시히로）님, 나카가와라 요코 님
모집인원：27 명

참가비：400 엔

신청：3 월 3 일(목）까지 사무소 창구로 직접오시거나 메일로 boshu-1@kira-kira.jp

〇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행정 수속 상담회
외국인여러분 무엇인가 곤란한 일은 없으십니까?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혼, 비자, 직장에서 곤란한 일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바랍니다.
일시：2 월 16 일((수) 13:00～17:00
장소：팔레트 가시와 A

예약：KCC 사무소

＜다른 단체로부터의 알림＞
○KIRA 회원을 위한 「온라인 공부회」
일시：2 월 17 일 (목)

20:00～21:10

내용：Zoom 요약 연습＋다음번의 공부회에 관하여
강사：야마구치 구미코님（Interactive Training in Communication）
참가비：무료

모집인원：25 명

신청：사무국 창구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까지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
당일 참가의 URL 을 보내드립니다.

〇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정보（다언어로 관람 가능）
https://www.nhk.or.jp/nhkworld-blog/

＜가시와시로부터의 알림＞
○가시와 이메일 송신서비스
재해정보나 지역의 화재정보 등, 가시와시로부터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자국의 언어를 선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에 빈 메일을 보내서 등록합시다.

○외국인 여러분께 「홍보 가시와」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상담
영어(목）, 중국어(수, 금), 스페인어(월), 한국어（제 2 ・ 4 화）
시간：13：00～ 17：00
외국인 상담창구（시청 본청사 3 층 ）℡ 04-7168-1033 （예약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