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코다테 시 일본어 교실 모집요항（2020） 

 

하코다테 시에서는 일본어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본어 교실을 개강하고 있습

니다. 뒷면에 있는 신청서를 아래 연락처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해 주십시오. 개강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일본어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국적,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분 

○ 코스 

① 입문 코스 （정원 15명） 

초보자, 일본어 학습시간이 약 50시간 미만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인트) 1 기본적인 일상 회화를 배워 간단한 일본어를 들을 수 있게 한다. 

2 히라가나와·카타카나를 읽고 쓸 수 있게 한다. 

② 초급 I 코스 （정원 15명） 

일본어 학습시간이 약 50시간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인트) 1 일상 회화를 배운다. 

2 간단한 한자가 섞여 있는 문장을 읽고 쓰도록 한다. 

③ 초급 II 코스 （정원 10명） 

간단한 일상 회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인트) 1 더욱 실용적인 일상 회화를 배운다. 

2 한자가 섞여 있는 문장을 읽고 쓰도록 한다. 

④ 읽고 쓰기 코스 （정원 15명） 

기초적인 일본어회화는 가능하지만 쓰기와 읽기 걱정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

다. 

(포인트) 1 일상생활의 서류, 신문, 책 등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 한자를 섞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게 한다. 
 
○ 시간： 수요일 저녁 18:45-20:00 입문 코스와 초급 I 코스 

  목요일 오전  9:45-11:00 읽고 쓰기 코스 

    11:15-12:30 입문 코스와 초급 I 코스 

  목요일 저녁 18:45-20:00 초급 II 코스 

  일요일 오후 13:30-14:45 초급 I 코스 
 
○ 강사：하코다테 일본어교육 연구회 JTS（다카하시 가츠코 회장）의 회원이 담당합니다. 
 
○ 수강료：무료 
 
○ 신청 방법：신청 용지（별지）에 기입하고, 아래 연락처로 지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

십시오.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신청 장소 

① 函館市企画部国際・地域交流課（하코다테시 기획부 국제・지역교류과） 

주소 〒040-8666 函館市東雲町4-13（하코다테시 시노노메쵸 4-13） 

TEL 0138-21-3619 FAX 0138-23-7604 hkd-intl@city.hakodate.hokkaido.jp 

② 一般財団法人北海道国際交流センター Hokkaido International Foundation 

주소 〒040-0054 函館市元町14-1（하코다테시 모토마치 14-1） 

TEL 0138-22-0770 FAX 0138-22-0660 http://www.hif.or.jp info@hif.or.jp 

③ 函館日本語教育研究会（JTS）（하코다테 일본어 교육 연구회） 

TEL 090-2697-4630  keivivace@nifty.com 
 
○ 기타：신청 후에 수강할 수 없게 된 분은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http://www.hif.or.jp/
mailto:info@hif.or.jp


○ 장소：函館市青年センター（函館市千代台町27-5） 

하코다테시 세이넨 센터（하코다테시 지요가다이쵸 27-5） 

千代台（지요가다이） 전철역 또는·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분, 고료카쿠 교차

점에서 하코다테산 방향으로 걸어서 10분입니다. 

 

○ 2020년도 개강일정（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간 32회 또는 33회 
수요일 저녁 입문 코스와 초급 I 코스：18:45-20:00 

5 월 13,  20,  27 11 월  4,  11,  18,  25 
6 월  3,  10,  17,  24 12 월  2,   9,  16 
7 월  1,   8,  15 1 월 27 
8 월  2 월  3,  10,  17,  24 
9 월  2,   9,  16,  23,  30 3 월  3,  10,  17 
10 월  7,  14,  21   

목요일 오전 읽고 쓰기 코스：9:45-11:00 

입문 코스와 초급 I 코스：11:15-12:30 

목요일 저녁 초급 II 코스：18:45-20:00
5 월 14,  21,  28 11 월  5,  12,  19,  26 
6 월  4,  11,  18,  25 12 월  3,  10,  17 
7 월  2,   9,  16 1 월 28 
8 월  2 월  4,  18,  25 
9 월  3,  10,  17,  24 3 월  4,  11,  18 
10 월  1,   8,  15,  22   

일요일 오후 초급 I 코스：13:30-14:45 
5 월 10,  17,  24,  31 11 월  1,   8,  15,  22,  29 
6 월  7,  14,  21,  28 12 월  6,  13,  20 
7 월 12,  19 1 월 31 
8 월  2 월  7,  14,  21,  28 
9 월  6,  13,  20,  27 3 월  7,  14,  21 
10 월 11,  18,  25   

 
申 込 書（신청서） ＿＿＿年(년)＿＿＿月(월)＿＿＿日(일) 

ふりがな(이름：히라가나)        

名前(이름：한자 또는 한글)        □男(남) / □女(여) 

生年月日(생년월일)     （  세） 国籍(국적)       

住所(주소) 〒  －            

電話番号(전화번호)        職業(직업)      

Email               

日本滞在予定(일본체재예정)    年(년)  月(월)  日(일)부터    年(년)  月(월)  日(일)까지 

日本語学習暦(일본어학습 기간)   時間(시간) 

配偶者は日本人ですか(배우자가 일본 분이십니까?) □はい(네)    □いいえ(아니오) 

希望コース(희망코스)： 水曜日(수요일 저녁) □入門(입문)  □初級Ⅰ(초급 I) 

木曜日(목요일 오전) □読み書き(읽고 쓰기) 

□入門(입문)  □初級Ⅰ(초급 I) 

(목요일 저녁) □初級Ⅱ(초급 II) 

日曜日(일요일 오후) □初級Ⅰ(초급 I) 

 

この教室で特に勉強したいこと（수업에서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