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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신청할 때에는, 이벤트명,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서일본 재해 모금 활동 결과보고
2018 년 6 월에서 7 월의 호우로 인해, 서일본을 중심으로 사망자 200 명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8 월부터 카시와시국제교류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보내 주신 의원금 ¥10,97 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에 보냈습니다. 지원 감사합니다.

◯거문고 체험
가을의 하루 거문고를 즐기면서 말차를 마시면서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일시 : 11 월 17 일(토) 13:00 ～ 15:00
위치 : 카시와노하 어번 디자인 센터 (UDCK)
비용 : 500 엔
준비물 : 없음
정원 : 30 명
신청 : 11 월 14 일(수)까지 사무실 창구에 직접 또는 Email : boshu-2@kira-kira.jp
문의 : KCC 사무소
* 미취학 아동의 참여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초등학생 참가자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세계 요리 교실
필리핀, 페루, 러시아의 춘권을 만들어 봅시다.
일시 : 11 월 25 일(일) 9:30～
장소 : 중앙공민관 요리 실습실 1
비용 : 1,000 엔
정원 : 30 명
신청 : 사무실 창구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강연회「맨발의 아티스트에 매료되어」우호도시 호주 캠던 교류 기념 이벤트
호주 원주민 애보리진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되어 이미 25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주 중앙 사막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내가 매료된 애보리지아트
세계」를 꼭 소개시켜주세요. (강사 우치다 마유미 씨 이야기)
일시 : 2018 년 12 월 9 일 (일) 13 : 00 ～ 15 : 00 (접수 개시 12:30)
위치 : 팔레트 카시와 회의실 F · G 정원:60 명 비용:무료
강사 : 우치다 마유미 씨 (애보리지아트 코디네이터 멜버른 거주)
신청 : 11 월 15 일까지 사무실 창구에 직접 또는 email boshu-1@kira-kira.jp 앞으로 신청 해주세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행정 상담회
외국인 여러분, 무엇인가 난처한 일은 없습니까?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상담을 해줍니다.
가족이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혼, 비자, 직장에서 곤란한 것 등등 우선 예약하십시오.
일시 : 11 월 28 일(수) 13 : 00 ~ 17 : 00
장소 : 팔레트 카시와 A・B
예약 : KCC 사무소

