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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내의 일본어 교실
공민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요 일본어 교실을 소개합니다. 수강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복사비 등의 교재비가 필요한 교실도 있습니다. 또한 수강하기 전에 한번
견학할 필요가 있는 교실도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각 교실에 자세히 문의해 주십시오.
2017 년 4 월현재

 나카구

#2 일본어 교실 피스

#1 히로시마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① 히로시마국제회의장(広島国際会議場) 3 층 연수실
(나카구 나카지마쵸 1-5 평화기념공원내)
②히로시마 국제센터(広島国際センター)
(나카구 나카마치 8-18 히로시마 크리스탈 플라자
(広島クリスタルプラザ)6 층)
활동일시：
① 매주 수요일 18:30~20:00
①② 매주 토요일 10:00~12:00
요금 : 무료
접수： 수시
문의： 히로시마 일본어교실
Tel. 090-1339-1454
Email: hiroshima.nihongo@gmail.com
교통： 히로시마국제회의장 (평화기념공원내)
① 히로시마버스 요시지마영업소(吉島営業所)
행(24 번선)에 승차하여 ‘평화기념공원(平和記念
公園)’ 에서 하차, 도보 3 분
②노면전차 ‘원폭돔앞(原爆ドーム前)’ 전차 정류
장에서 도보 5 분
히로시마 국제센터
노면전차 ‘후쿠로마치(袋町)’ 전차 정류장에서
도보 5 분
U R L: http://hiroshimakyoshitsu.wix.com/nihongo
Facebook：히로시마 일본어 교실
Hiroshima Japanese Class

개최장소 : 히로시마 YMCA 전문학교(広島 YMCA 専門学校)
(나카구 핫쵸보리 7-11)
활동일시 : 매주 토요일 13:00~15:00
요금 : 무료
접수 : 수시
문의 : 일본어교실 피스
Email: ninjapanese.peace@gmail.com
교통 : ①노면전차 ‘다테마치(立町)’ 전차 정류장에서
도보 3 분
➁또는 히로시마버스센터(広島バスセンター)에서
도보 5 분.

#3 일본어 학습회
개최장소：히로시마국제회의장(広島国際会議場) 3 층
연수실(나카구 나카지마쵸 1-5
평화기념공원내)
활동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요금： 월 100 엔
접수： 수시
문의： 일본어 학습회
Tel. 082-923-1580
교통：
① 히로시마버스 요시지마영업소(吉島営業所)
행(24 번선)에 승차하여 ‘평화기념공원(平和記念
公園)’ 에서 하차, 도보 3 분
② 노면전차 ‘원폭돔앞(原爆ドーム前)’ 전차정류
장에서 도보 5 분

#4 일본어 교실 고구사
개최장소： 다케야공민관(竹屋公民館)
(나카구 다카라마치 3-15)
활동일시： 매주 수요일 13:00∼16:00
요금： 월 100 엔
접수： 수시
문의： 다케야공민관 Tel. 082-241-8003
교통： 대학병원(大学病院) 행 히로시마버스에 승차하여
다케야쵸(竹屋町)에서 하차,도보 5 분
(후지그랑 히로시마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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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로시마시 중국귀국자회
＊주로 중국귀국자를 대상＊
개최장소： 중앙공민관(中央公民館)
(나카구 니시하쿠시마쵸 24-36)
활동일시：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10:00~12:00
문의： 중앙공민관 Tel. 082-221-5943
교통： 모토마치 고등학교 근처
① 요코가와역(横川駅) 행 또는 대학병원(大学病院)
행 히로시마버스에 승차하여 니시하쿠시마(西白
島)에서 하차,도보 5 분.
②아스트람라인(アストラムライン)죠호쿠역에서
도보 5 분.

#6 하루카제 일본어 자원봉사자
개최장소：국제교류라운지(国際交流ラウンジ)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1 층), 유학생 재적학교
활동시간：매주 토요일 10:00~12:00
(국제교류라운지)
요금： 무료
문의： 하루카제 일본어 자원봉사자
사무국 (사토(佐藤))
Tel. 082-277-8330
Email: harukaze@feel.ocn.ne.jp
교통：국제교류라운지
① 히로시마버스 요시지마영업소(吉島営業所)
행(24 번선)에 승차하여 ‘평화기념공원(平和記念
公園)’ 에서 하차, 도보 3 분
②노면전차 ‘원폭돔앞(原爆ドーム前)’ 전차
정류장에서 도보 5 분

 미나미구
#7 수요일 일본어 클럽

#8 여러분의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유학생회관(留学生会館)
(미나미구 니시코진마치 1-1)
활동시간： 매주 토요일 13:30∼15:3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유학생회관
Tel. 082-568-5931
교통： JR 히로시마역에서 동쪽으로 도보 5 분,
아크호텔(アークホテル) 옆

#9 후레아이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아오사키공민관（青崎公民館）
(미나미구 아오사키 1-12-7)
활동시간： 매주 토요일 19:00~21:0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아오사키공민관 Tel. 082-281-3802
교통： JR 산요본선 또는 JR 구레선의 무카이나다역(向
洋駅)에서 도보 5 분

 히가시구
#10 우시타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우시타공민관（牛田公民館）
(히가시구 우시타신마치 1-8-3)
활동시간： 매주 수요일 13:30~15:30
※휴식일: 연말연시, 7 월하순부터 8 월말,
공민관 휴관일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우시타공민관 Tel. 082-227-0706
교통： 아스트람라인(アストラムライン) 우시타역(牛田
駅)에서 하차 도보 5 분(히가시구 스포츠센터 옆)

개최장소： 유학생회관(留学生会館)
(미나미구 니시코진마치 1-1)
활동시간： 매주 수요일 10:00∼12:0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유학생회관
Tel. 082-568-5931
교통： JR 히로시마역에서 동쪽으로 도보 5 분,
아크호텔(アークホテル)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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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구

 아사미나미구

#11 미나미칸온
일본어 자원봉사자 그룹

#14 기온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미나미칸온공민관(南観音公民館)
(니시구 간온신마치 2-16-46)
활동시간： 매주 토요일 18:00~21:0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미나미칸온공민관 Tel. 082-293-1220
교통： 히로덴버스 3 호선 히로시마헬리포트（広島へりポ
ート） 행, 또는 마리나호프(マリーナホップ) 행에
승차하여 ‘간온신마치 3 쵸메(観音新町 3 丁目)’
에서 하차 도보 5 분.

#12 일본어 교실 ‘모미지’

개최장소： 기온공민관(祇園公民館)
(아사미나미구 니시하라 1-13-26)
활동시간： 매주 금요일 10:30~13:00
※봄・여름・겨울방학 기간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기온공민관 Tel. 082-874-5181
교통： ①JR 가베선(可部線) 시모기온역(下祗園駅)에서
도보 5 분
② 아스트람라인(アストラムライン) 기온신바시
키타역(祇園新橋北駅)에서 도보 15 분
③NHK 방송소앞(ＮＨＫ放送所前) 버스역에서
도보 5 분
 탁아 서비스도 있습니다.(무료/예약이 필요)

개최장소： 후루타공민관(古田公民館)
(니시구 후루에니시마치 19-15)
활동시간： 매주 금요일 10:00~12:00
요금： 월 100 엔
접수： 수시
문의： 후루타공민관 Tel. 082-272-9001
교통： 히로덴 미야지마선(宮島線)의 ‘후루에(古江)’
전차정류장에서 도보 5 분

#13 I V C 국제자원봉사자 구락부
～일본어
개최장소 : 구사츠공민관（草津公民館）
(니시구 구사츠 히가시 2-20-7)
활동시간 : 매주 수요일 10:00~12:30
매주 토요일 13:30~15:30
요금 : 무료
접수 : 수시
문의 : 구사츠공민관 (082-271-2576)
교통 : 히로덴 미야지마선(宮島線) ‘구사츠(草津)’전차
정류장에서 도보 2 분

#15 야스히가시공민관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야스히가시공민관(安東公民館)
(아사미나미구 야스히가시 2-16-42)
활동시간： 매주 금요일 18:00~19:30
※학기제이므로 교실이 열리지 않는 기간도
있음
요금： 무료
접수： 활동기간 중은 수시
상세한 것은 공민관에 문의 하십시오.
문의： 야스히가시공민관 Tel. 082-878-7683
교통： 아스트람라인(アストラムライン) 야스히가시역
(安東駅)에서 도보 5 분

#16 사토 일본어교실
개최장소： 사토공민관（佐東公民館）
(아사미나미구 미도리이 6-29-25)
활동시간： 매주 수요일 9:30~12:3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사토공민관 Tel. 082-877-5200
교통： JR 가베선(可部線)의 시치켄챠야역(七軒茶屋駅)에서
도보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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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누마타 일본어 교실
자원봉사자 그룹

#19 가메야마공민관
일본어교실 아미고스

개최장소： 누마타공민관(沼田公民館)
(아사미나미구 모두 히가시 7-64-8)
활동시간： 매주 토요일 13:00∼16:0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참가전에 견학이 필요
문의： 누마타공민관 Tel. 082-848-0242
교통： 아스트람라인 오바라역(大原駅)에서 도보 5 분

개최장소： 가메야마공민관(亀山公民館)
(아사키타구 가메야마미나미 3-16-16)
활동시간： 매주 일요일
10:00~12:3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가메야마공민관 Tel. 082-815-1830
교통： 가쓰키(勝木)행 히로코버스(니지야마 단지(虹山
団地) 경유)에 승차하여 ‘니지야마단지시타(虹
山団地下)에서 하차 도보 5 분.

 아사키타구
#18 마가메 일본어 교실
개최장소： 마가메공민관(真亀公民館)
(아사키타구 마가메 1-3-27)
활동시간： 매주 일요일 10:00~12:00
※연말연시 휴일 있음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마가메공민관 Tel. 082-842-8223
교통： 오바야시차고(大林車庫) 행 히로코버스(고요 A
단지(高陽 A 団地) 경유)에 승차하여 데라사코공
원(寺迫公園)에서 하차, 도보 1 분.

 아키구
#20 일본어 클럽
개최장소： 후나코시공민관(船越公民館)
(아키구 후나코시 5-22-23)
활동시간： 매주 토요일 10:00~12:00
요금： 무료
접수： 수시
문의： 후나코시공민관 Tel. 082-823-4261
교통： JR 산요본선의 가이타이치(海田市)역에서
7분

문의는、
히로시마시 외국인시민 생활 상담코너
TEL： 082-241-5010
E-mail： soudan@pcf.city.hiroshima.jp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pcf.city.hiroshima.jp/ircd/Japane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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