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版

가쿠슈인 대학 WAKUWAKU 토시마 일본어 교실
일본어로 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약을 살 때, 물건을 떨어트렸을 떄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어 공부, 함께 해요! 즐거운 일본에서의 생활을 만끽해요!
주최: 가쿠슈인 대학

후원: 토시마구

본사업은 문화청 [레이와 4 년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 지역 일본어 교육 실천 프로그램] 및
[가쿠슈인 대학 그랜드 디자인 2039] 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시마구 거주 외국인분들께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 종류의 교실을 개최합니다

【두근두근 클래스】（10 회）・・・・・처음

일본어를 접하는 분들을 위한 단기집중코스

【쑥쑥 클래스】（17 회）・・・・・조금이라도

일본어를 공부해본 적이 있거나,

[두근두근 클래스] 수강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토요일 코스
수강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토요일 코스

대상:

수업료￥0 교재비￥1000



일이나 육아가 바빠서 일본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분



토시마구 내, 토시마구 주변에 거주중 혹은 학교,
회사가 토시마구 인분

뒷면의 [신청하기]로부터 사전에
등록해주세요.



만 16 세 이상



매수업에 참여 가능하신 분

비고:


자녀분도 같이 참여가능

※상담필요



선생님은 가쿠슈인 대학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한, 혹은
공부중인 분들입니다
오리지널 교재로 수업합니다!

가쿠슈인 대학 WAKUWAKU 토시마 일본어교실
＜신청하기＞ 구글 폼：

주소:도쿄도 토시마구 메지로 1-5-1
중앙교육연구동 2Ｆ 가쿠슈인 대학

국제센터

https://forms.gle/aBat54K4tt6F6r6N6
＜문의＞
📧：

waku2.nihongo@gmail.com

（대응가능한 언어：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 03-5992-1024
（문의시간, 언어：

평일 10 시～15 시、일본어）

HP：https://www.univ.gakushuin.ac.jp/global/cie/waku2nihongo.html
Facebook：https://www.facebook.com/waku2.nihongo

【두근두근 클래스】（10 회）
처음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단기집중코스


간단한 자기소개, 마트, 편의점에서 장보기, 시,구청 이용등 생활에 필수적인 일본어 회화를 배웁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타카나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2022 년 8 월 22 일（월）～9 월 2 일（금）
평일

9:30～12:30

장소：가쿠슈인대학 서（西）5 호관 301 교실

【쑥쑥 클래스】（17 회）
일본어를 어느정도 공부해본 적이 있는 분이나, 두근두근 클래스 수강을 완료한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태풍 등의 기상예보를 이해하고, 미용실에 가는 등, 일본에서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일본어 회화를
공부하고, 일어난 일이나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지인이나 친구를 사귀기 등, 사람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본어회화를 공부합니다.



일본어로 메일이나 메세지, 이벤트 안내 등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어로 메일이나 메세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일정： 2022 년 9 월 17 일（토）～2023 년 1 월 28 일（토）

토요일 10:00～12:15

＊2022 년 11 월 26 일、12 월 31 일、2023 년 1 월 7 일은 휴무

장소： 가쿠슈인 대학 남（南）1 호관 303 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