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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알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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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사이히로바의 일본어교실을 소개합니다！

일상의 화제나 흥미가 있는 일을 많이 듣고 말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표현력, 히어링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즐겁고 자유롭게 회화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문법・문형의

습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토크만으로 끝나지 않게 궁리,

배려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일본어 능력 시험 준비・대책도 대응 가능.

초급부터 상급 일상 회화・문법. 일본어 능력 시험 대책 1・2급

유학생, 사회인등（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영국등）

문법, 일상 회화, 일본어 능력 시험 대책, 프리토크 등.

영어,중국어대응 가능합니다!

유학생,  사회인, 주부 （한국, 중국, 프랑스, 대만, 러사아, 필리핀, 

베트남, 미국, 우크라이나, 나이제리아등)

Facebook페이지：「일본어교실 금요 클럽」

초급 두 그룹과 중상급 한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서 학습합니다.초급 그룹은

텍스트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회화력을 기릅니다. 중급 이상의

분에게는,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합니다..

유학생, 주부, 사회인（중국, 베트남,, 대만,  한국,태국）

①클래스：계절 행사를 하며 대화가 많은 즐거운 회화 클래스입니다.

②기초 클래스는, 문자나 문형, 초급 회화와 발음 연습 등 일본어의 기초를

학습하여,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유학생과 그 가족, 주부, 사회인등（중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러시아등）

칠석 （단자쿠 소원쓰기）、야마카사（하카타코토바）등을 즐깁시다.

.초급부터중급, 상급, 상급회화클래스가있습니다. 학습자의 요청에 맞춰 다양한 교

재를 사용하며 1대1을기본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취직, 진학에 필요한

일본어 습득을 돕습니다.일본어능력시험대책N1~N5 (※매회합격자있습니다)

유학생、비지네스 관계자 및 그 가족（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 

영국 등 유럽 나라들, 북미・남미 나라들에서 온 이들 등）

유학생,  사회인, 주부,중・고교생（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태국,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랜드, 러시아등）

볼런티어는 현재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나바타 유카타마츠리, 차도체험, 12월식사회 등을 실시합니다.일본어

스피치콘테스트에도 참가！

볼런티어강사 모집중 ！

프리토크를 중심으로 회화체(젊은이 말, 방언등)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약이나 교재 등은 필요 없습니다.

교재내용에 따른 회화, 문법 중심；신문 기사에 의한 독해력 어휘

표현력의 확대；문법, 어휘등의 사용법 지도(예：N2, N3등 )

유학생, 주부, 사회인등（중국, 한국,  베트남、필리핀, , 미국,대만등) 사회인, 유학생, 주부등（중국, 한국,  베트남、필리핀, ,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등）

유학생, 사회인, 주부등（중국, 대만,  베트남등）

８월１６일은쉽니다.

기본적으로 제2, 제4 토요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８월２２일은쉽니다. 꽃꽂이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８월２２일은쉽니다.

８월２２일은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