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큐슈 시내의 일본어 교실
고쿠라키타구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발행처：（공재）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

2021 년 ７월 현재
TEL:093-643-5931

도리아에즈 일본어
수요일(1 주~4 주) 6:30 p.m.～8:00 p.m.
※5 주 수요일／공휴일, 골든위크, 오봉, 연말연시는 휴업
*1 회 100 엔 (자료, 복사비)
평생학습종합센터／고쿠라키타구 다이몬 1-6-43
JR 니시고쿠라역에서 도보 10 분

연락처
이케다
TEL:090-3304-2674
Email: toriaezunihongo@gmail.com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20 개국 이상의 학생이 모인 다국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실입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엄마와 아빠를 위한 일본어 교실 in 고쿠라
금요일 10:30 a.m.～12:00 p.m.
※공휴일, 골든위크, 연말연시 등은 휴업
무료
기타큐슈시립 고소다테후레아이 교류플라자／고쿠라키타구 아사노 3-8-1 AIM 3 층
JR 고쿠라역에서 도보 5 분

연락처
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 야마네 TEL:093-643-5931
Email: kia@kitaq-koryu.jp
탁아
있음（유료）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으며
모두 사이가 좋아요. 꼭 같이 공부해요! ※유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고쿠라미나미구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고쿠라미나미 일본어 교실 KONAN JLC
토요일(1 주~4 주) 2:00 p.m.～4:00 p.m.
※ 5 주 토요일은 휴업
1 회 100 엔 (자료, 복사비)
고토쿠 시민센터／고쿠라미나미구 도쿠리키 6-3-2
모노레일 도쿠리키아라시야마구치역에서 도보 5 분

연락처
고데라
TEL:090-2854-1215
Email: kitaq.konan.jlc@gmail.com
가정적인 분위기의 지역 밀착형 교실입니다. 아이 동반도 환영합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GYC 니혼곳차☆
화요일 7:00 p.m.～8:45 p.m.
※ 봄방학과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1 회 10 엔（자료, 복사비, 다과비）
기타큐슈시립대학 2 호관 2 층 220 교실／고쿠라미나미구 기타가타 4-2-1
※온라인 대응 가능
기타큐슈모노레일 경마장 앞
니시테쓰버스 기타가타・기타큐슈시립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연락처
고바야시
TEL:093-964-4259
Email: nihongo.cha.gyc@gmail.com
기타큐슈시립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일본어 교실입니다. 학생이라 경험은 부족하지만 젊음과 열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료도 많이 있고 어드바이저도 있어서, 학습자 각자의 필요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구경을 하거나 연하장을 쓰는 등 연중행사도 넣어가며 모두 즐겁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회식도 합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시모소네 일본어 교실
토요일(1 주~4 주) 2:00 p.m.～4:30 p.m.
※ 5 주 토요일은 휴업
1 회 100 엔 (자료, 복사비)
다하라 시민센터／고쿠라미나미구 다하라 3-16-31
JR 닛포혼센 시모소네역에서 하차→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약 10 분
니시테쓰 다하라신마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6 분

연락처
다카기
TEL:080-3187-8977
Email: kaorurue@hotmail.com
일본어능력시험 공부를 주로 하고 있지만, 이벤트도 다수 개최하고 있어, 참가자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이니 부담 없이 방문해 주세요.

도바타구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도바타 일본어 교실 「아야메」
금요일(1 주~4 주) 6:30 p.m.～8:00 p.m.
1 회 100 엔 (자료, 복사비)
［대면 교실］도바타 평생학습센터／도바타구 나카혼마치 7-20
JR 도바타역에서 도보 5 분

［대면 교실］
시미즈
TEL:090-3198-3228
Email: s.junko1017@gmail.com
소규모이지만 이공계 대학의 유학생이 많아서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연락처

와카마쓰구
교실명
와카마쓰 일본어 교실 「갓파 주크」
일시
일요일 2:00 p.m.～4:00 p.m.
요금
무료
장소／주소
구 후루카와 광업 와카마쓰 빌딩（2021 년 4 월～1 년간）／와카마쓰구 혼마치 １-11-18
JR 와카마쓰역에서 도보 5 분
가는 방법
연락처
미스미 TEL:090-7922-7941
Email: kappajuku@hotmail.com
일상회화를 중심으로 교과서도 사용하면서 학습합니다. 일본어 능력시험에도 대응합니다.
아울러 계절행사 체험, 특히 「왓쇼이 백만여름 축제」 참가는 인기가 있습니다.
귀국 시에는 수료증을 발행하며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갓켄 볼런티어회 「일본어 회화 서클」
금요일 6:00 p.m.～7:30 p.m.
1 회 100 엔 (자료, 복사비)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기술개발 교류센터 1 층 교류실
와카마쓰구 히비키노키타 8-1
기타큐슈 시영버스 갓켄도시 히비키노 정류장에서 도보 3 분

연락처
시라이시
TEL:080-1716-8080
Email: waiwai.nihongo@gmail.com
학습자의 레벨에 맞춘 화제로 학습자와 서포트하는 일본인 모두 활발히 회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１～２명이 모두가 모인 앞에서 2 분 정도의 스피치를 합니다. 또한 일본문화 및 계절행사를
소개합니다.

야하타니시구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국제교류촌 일본어 교실
일요일 11:00 a.m.～1:00 p.m.
초급Ⅰ：교과서 「민나노 일본어Ⅰ」2,700 엔, 자료비 등 3,500 엔
초급Ⅱ：교과서 「민나노 일본어Ⅱ」2,700 엔, 자료비 등 3,500 엔
야하타니시 평생학습종합센터 205 회의실／야하타니시구 구로사키 3-15-3 콤시티 2 층
※콤시티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되므로, 백신 접종 기간 중은 교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종료 후에도 교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R 구로사키역에서 도보 1 분

연락처
Email: k2hon5@hotmail.co.jp
교과서에 따른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형식이므로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자격 소유자로 지도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일본어 담화실
일요일 2:00 p.m.～4:00 p.m. ※연말연시 등은 휴업
무료
야하타니시 평생학습종합센터 204 회의실／야하타니시구 구로사키 3-15-3 콤시티 2 층
※주로 204 회의실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JR 구로사키역에서 도보 1 분

연락처
마스오
TEL：070-5814-7785
Email: nobunobu22427@yahoo.co.jp
일본어 학습회에서는 「학습자가 제일」이 모토! 무엇을 배울지는 학습자의 희망에 바탕을 두며, 실천적인
회화 및 문법, 일본어 능력시험의 준비 등 폭넓게, 때로는 변론대회용 발표원고 작성도 합니다.
학습자에의 학습 지원은 가능한 「1 대 1」로 옆에서 대응하므로, 교실 안은 편안한 분위기로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엄마와 아빠를 위한 일본어 교실 in 구로사키
목요일 10:30 a.m.～12:00 p.m.
※공휴일, 골든위크, 연말연시 ８월은 휴업
무료
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야하타니시구 구로사키 3-15-3 콤시티 3 층
JR 구로사키역에서 도보 1 분

연락처
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 야마네
TEL：093-643-5931
Email: kia@kitaq-koryu.jp
탁아
있음（유료）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으며
모두 사이가 좋아요. 꼭 같이 공부해요！ ※유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쟈스민
화요일 1:30 p.m.～3:30 p.m.
※공휴일, 연말연시, 오봉은 휴업
무료
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 커뮤니티룸 ／ 야하타니시구 구로사키 3-15-3 콤시티 3 층
JR 구로사키역에서 도보 1 분

연락처
무라나카
Email: nihongo.jasmine@gmail.com
학습자의 능력과 요청에 따라 소수 정원으로 일본어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문화 소개 및 체험을 통해서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국제교류그룹 [히미코회]
수요일 7:00 p.m.～9:00 p.m.
무료
오리오 히가시 시민센터／야하타니시구 고묘 2-2-50
JR 오리오역에서 도보 １５분

연락처
나카노
TEL：090-3075-0668
Email: fumi-490530@i.softbank.jp
1 대 1 또는 소그룹으로 회화나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요리 교실, 다도회, 유카타 체험, 버스여행, 볼링대회, 오리오히가시 시민센터 문화제 참가, 종이접기 교실,
크리스마스 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실명
일시
요금
장소／주소
가는 방법

국제교류 자원봉사 [유이회]
목요일 (1 주~4 주) 10:00 a.m.～11:30 a.m.
※ 5 주 목요일은 휴업
무료
미쓰사다 시민센터／야하타니시구 아사카와 가쿠엔다이 2- 23-2
시영버스 아사카와 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도보 3 분

연락처
마루야마
TEL： 080-5244-5066
Email: 1543999001@jcom.home.ne.jp
매회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대 1 수업 (다수의 경우는 그룹)
교실명
국제교류 자원봉사 그룹 RISING
일시
금요일（월 ４회） 2:00 p.m.～4:00 p.m.
요금
무료
장소／주소
이세가오카 시민센터／야하타니시구 지요가사키 1-12-15
가는 방법
JR 혼조역에서 도보 １０분
연락처
야시로
TEL： 090-7477-0255
Email: machy-y@docomo.ne.jp
RISING 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활동을 하며,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